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ynasty 왕조 31 bamboo 대나무

2 through ~를 통해서 32 lotus 연꽃

3 painting 그림 33 bend 구부러지다

4 Chinese character 한자 34 stay ~인 상태를 유지하다

5 carp 잉어 35 weather 날씨

6 fan 부채 36 reason 이유

7 folk painting 민화 37 come to V ~하게 되다

8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38 loyalty 충성심

9 object 사물, 물건 39 case 경우

10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40 muddy 진흙투성이의

11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41 pond 연못

12 value 가치 42 bloom 꽃이 피다

13 decoration 장식 43 thus 그러므로, 그래서

14 symbolic 상징적인 44 symbol 상징

15 for example 예를 들어 45 become ~가 되다

16 symbolize 상징하다 46 will(명사) 의지

17 respect 존경 47 justice 정의

18 as follows 다음과 같이 48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9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49 difficulty 어려움

20 ill 아픈, 병든 50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21 fresh 신선한 51 greatly 엄청나게

22 completely 완전히 52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23 frozen 얼어 있는 53 behavior 행동

24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54 attitude 태도

25 disappointed 실망한 55 in particular 특히

26 cry out 소리치다 56 tool 도구

27 melt 녹다 57 importance 중요성

28 suddenly 갑자기 58 harmony 조화

29 get well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59 society 사회

30 there is(are) ~가 있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ynasty 31 bamboo

2 through 32 lotus

3 painting 33 bend

4 Chinese character 34 stay

5 carp 35 weather

6 fan 36 reason

7 folk painting 37 come to V

8 popular 38 loyalty

9 object 39 case

10 appear 40 muddy

11 represent 41 pond

12 value 42 bloom

13 decoration 43 thus

14 symbolic 44 symbol

15 for example 45 become

16 symbolize 46 will(명사)

17 respect 47 justice

18 as follows 48 despite

19 once upon a time 49 difficulty

20 ill 50 remind A of B

21 fresh 51 greatly

22 completely 52 influence

23 frozen 53 behavior

24 so ~ that ~ 54 attitude

25 disappointed 55 in particular

26 cry out 56 tool

27 melt 57 importance

28 suddenly 58 harmony

29 get well 59 society

30 there is(are)

중3 동아 윤정미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nd 31 object

2 once upon a time 32 cry out

3 appear 33 ill

4 symbolic 34 bloom

5 justice 35 folk painting

6 attitude 36 as follows

7 influence 37 fan

8 muddy 38 in particular

9 stay 39 bend

10 thus 40 reason

11 difficulty 41 society

12 painting 42 remind A of B

13 frozen 43 bamboo

14 carp 44 decoration

15 case 45 harmony

16 behavior 46 greatly

17 so ~ that ~ 47 there is(are)

18 respect 48 through

19 symbol 49 Chinese character

20 get well 50 suddenly

21 disappointed 51 tool

22 weather 52 melt

23 for example 53 represent

24 will(명사) 54 lotus

25 importance 55 become

26 come to V 56 popular

27 symbolize 57 fresh

28 value 58 despite

29 completely 59 dynasty

30 loyalty

중3 동아 윤정미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연못 31 사물, 물건

2 옛날 옛적에 32 소리치다

3 나타나다, 등장하다 33 아픈, 병든

4 상징적인 34 꽃이 피다

5 정의 35 민화

6 태도 36 다음과 같이

7 영향을 끼치다 37 부채

8 진흙투성이의 38 특히

9 ~인 상태를 유지하다 39 구부러지다

10 그러므로, 그래서 40 이유

11 어려움 41 사회

12 그림 42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13 얼어 있는 43 대나무

14 잉어 44 장식

15 경우 45 조화

16 행동 46 엄청나게

17 너무 ~해서 ~하다 47 ~가 있다

18 존경 48 ~를 통해서

19 상징 49 한자

20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50 갑자기

21 실망한 51 도구

22 날씨 52 녹다

23 예를 들어 53 나타내다, 표시하다

24 의지 54 연꽃

25 중요성 55 ~가 되다

26 ~하게 되다 56 인기있는, 유명한

27 상징하다 57 신선한

28 가치 58 ~에도 불구하고

29 완전히 59 왕조

30 충성심

중3 동아 윤정미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nd 31 object

2 once upon a time 32 cry out

3 appear 33 ill

4 symbolic 34 bloom

5 justice 35 folk painting

6 태도 36 다음과 같이

7 영향을 끼치다 37 부채

8 진흙투성이의 38 특히

9 ~인 상태를 유지하다 39 구부러지다

10 그러므로, 그래서 40 이유

11 difficulty 41 society

12 painting 42 remind A of B

13 frozen 43 bamboo

14 carp 44 decoration

15 case 45 harmony

16 행동 46 엄청나게

17 너무 ~해서 ~하다 47 ~가 있다

18 존경 48 ~를 통해서

19 상징 49 한자

20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50 갑자기

21 disappointed 51 tool

22 weather 52 melt

23 for example 53 represent

24 will(명사) 54 lotus

25 importance 55 become

26 ~하게 되다 56 인기있는, 유명한

27 상징하다 57 신선한

28 가치 58 ~에도 불구하고

29 완전히 59 왕조

30 충성심

중3 동아 윤정미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nd 연못 31 object 사물, 물건

2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32 cry out 소리치다

3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33 ill 아픈, 병든

4 symbolic 상징적인 34 bloom 꽃이 피다

5 justice 정의 35 folk painting 민화

6 attitude 태도 36 as follows 다음과 같이

7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37 fan 부채

8 muddy 진흙투성이의 38 in particular 특히

9 stay ~인 상태를 유지하다 39 bend 구부러지다

10 thus 그러므로, 그래서 40 reason 이유

11 difficulty 어려움 41 society 사회

12 painting 그림 42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13 frozen 얼어 있는 43 bamboo 대나무

14 carp 잉어 44 decoration 장식

15 case 경우 45 harmony 조화

16 behavior 행동 46 greatly 엄청나게

17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47 there is(are) ~가 있다

18 respect 존경 48 through ~를 통해서

19 symbol 상징 49 Chinese character 한자

20 get well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50 suddenly 갑자기

21 disappointed 실망한 51 tool 도구

22 weather 날씨 52 melt 녹다

23 for example 예를 들어 53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24 will(명사) 의지 54 lotus 연꽃

25 importance 중요성 55 become ~가 되다

26 come to V ~하게 되다 5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27 symbolize 상징하다 57 fresh 신선한

28 value 가치 58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9 completely 완전히 59 dynasty 왕조

30 loyalty 충성심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