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rilliant 탁월한, 멋진 31 break out 발발하다, 발생하다

2 harmony 조화 32 struggle 고투하다, 투쟁하다

3 healing 치유, 치료 33 take 빼앗다

4 on tap 준비된 34 innocent 무고한, 죄 없는

5 side by side 나란히, 함께 35 function 활동하다, 기능하다

6 survive 살아남다 36 bomb 폭탄

7 alive 존속하는, 살아 있는 37 land 떨어지다

8 racial 인종의, 민족의 38 politician 정치가

9 clear 명확한 39 beyond ~이상

10 type 타자치다, 입력하다 40 minor 단조

11 combine 결합하다 41 gather 모이다

12 inspiration 영감 42
come up to
(something)

오다

13 heal 치유하다 43 appreciation 감사

14 performer 연주자, 가수 44 express 표현하다

15 bright 밝은 45 funeral 장례식

16 hurt 상처 46 bomb shelter 공습 대피소, 방공호

17 sorrow 슬픔 47 artistic 예술의

18 entire 전체의 48 symbol 상징

19 race 인종, 종족 49 resistance 저항

20 die 죽다, 사망하다 50 madness 미친, 어리석은 행동

21 be proud to ~해서 자랑스럽다 51 along with
~와 함께, ~와 덧붙여, ~와

마찬가지로

22 compose 작곡하다

23 foundation 재단, 설립

24 vision 비전, 통찰력

25 guilty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

끼는

26 realize 깨닫다

27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28 help out
(특히 곤경에 처한 ~를) 도

와주다

29 tune in 청취하다, 채널을 돌리다

30 cellist 첼로 연주자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rilliant 31 break out

2 harmony 32 struggle

3 healing 33 take

4 on tap 34 innocent

5 side by side 35 function

6 survive 36 bomb

7 alive 37 land

8 racial 38 politician

9 clear 39 beyond

10 type 40 minor

11 combine 41 gather

12 inspiration 42
come up to
(something)

13 heal 43 appreciation

14 performer 44 express

15 bright 45 funeral

16 hurt 46 bomb shelter

17 sorrow 47 artistic

18 entire 48 symbol

19 race 49 resistance

20 die 50 madness

21 be proud to 51 along with

22 compose

23 foundation

24 vision

25 guilty

26 realize

27 take … for granted

28 help out

29 tune in

30 cellist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rvive 31 along with

2 on tap 32
come up to

(something)

3 gather 33 healing

4 minor 34 hurt

5 harmony 35 innocent

6 express 36 foundation

7 combine 37 bomb

8 side by side 38 guilty

9 cellist 39 performer

10 resistance 40 help out

11 vision 41 bomb shelter

12 realize 42 struggle

13 break out 43 be proud to

14 sorrow 44 artistic

15 take 45 politician

16 bright 46 die

17 entire 47 symbol

18 funeral 48 take … for granted

19 brilliant 49 compose

20 function 50 race

21 racial 51 heal

22 tune in

23 madness

24 beyond

25 type

26 clear

27 inspiration

28 appreciation

29 land

30 alive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살아남다 31
~와 함께, ~와 덧붙여, ~와

마찬가지로

2 준비된 32 오다

3 모이다 33 치유, 치료

4 단조 34 상처

5 조화 35 무고한, 죄 없는

6 표현하다 36 재단, 설립

7 결합하다 37 폭탄

8 나란히, 함께 38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

끼는

9 첼로 연주자 39 연주자, 가수

10 저항 40
(특히 곤경에 처한 ~를) 도

와주다

11 비전, 통찰력 41 공습 대피소, 방공호

12 깨닫다 42 고투하다, 투쟁하다

13 발발하다, 발생하다 43 ~해서 자랑스럽다

14 슬픔 44 예술의

15 빼앗다 45 정치가

16 밝은 46 죽다, 사망하다

17 전체의 47 상징

18 장례식 48 …을 당연시하다

19 탁월한, 멋진 49 작곡하다

20 활동하다, 기능하다 50 인종, 종족

21 인종의, 민족의 51 치유하다

22 청취하다, 채널을 돌리다

23 미친, 어리석은 행동

24 ~이상

25 타자치다, 입력하다

26 명확한

27 영감

28 감사

29 떨어지다

30 존속하는, 살아 있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rvive 31 along with

2 on tap 32
come up to

(something)

3 gather 33 healing

4 minor 34 hurt

5 harmony 35 innocent

6 표현하다 36 재단, 설립

7 결합하다 37 폭탄

8 나란히, 함께 38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

끼는

9 첼로 연주자 39 연주자, 가수

10 저항 40
(특히 곤경에 처한 ~를) 도

와주다

11 vision 41 bomb shelter

12 realize 42 struggle

13 break out 43 be proud to

14 sorrow 44 artistic

15 take 45 politician

16 밝은 46 죽다, 사망하다

17 전체의 47 상징

18 장례식 48 …을 당연시하다

19 탁월한, 멋진 49 작곡하다

20 활동하다, 기능하다 50 인종, 종족

21 racial 51 heal

22 tune in

23 madness

24 beyond

25 type

26 명확한

27 영감

28 감사

29 떨어지다

30 존속하는, 살아 있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rvive 살아남다 31 along with
~와 함께, ~와 덧붙여, ~와

마찬가지로

2 on tap 준비된 32
come up to

(something)
오다

3 gather 모이다 33 healing 치유, 치료

4 minor 단조 34 hurt 상처

5 harmony 조화 35 innocent 무고한, 죄 없는

6 express 표현하다 36 foundation 재단, 설립

7 combine 결합하다 37 bomb 폭탄

8 side by side 나란히, 함께 38 guilty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

끼는

9 cellist 첼로 연주자 39 performer 연주자, 가수

10 resistance 저항 40 help out
(특히 곤경에 처한 ~를) 도

와주다

11 vision 비전, 통찰력 41 bomb shelter 공습 대피소, 방공호

12 realize 깨닫다 42 struggle 고투하다, 투쟁하다

13 break out 발발하다, 발생하다 43 be proud to ~해서 자랑스럽다

14 sorrow 슬픔 44 artistic 예술의

15 take 빼앗다 45 politician 정치가

16 bright 밝은 46 die 죽다, 사망하다

17 entire 전체의 47 symbol 상징

18 funeral 장례식 48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19 brilliant 탁월한, 멋진 49 compose 작곡하다

20 function 활동하다, 기능하다 50 race 인종, 종족

21 racial 인종의, 민족의 51 heal 치유하다

22 tune in 청취하다, 채널을 돌리다

23 madness 미친, 어리석은 행동

24 beyond ~이상

25 type 타자치다, 입력하다

26 clear 명확한

27 inspiration 영감

28 appreciation 감사

29 land 떨어지다

30 alive 존속하는, 살아 있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