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t back from ~로부터 돌아오다 31 hard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2 trip to ~로의 여행 32 get back to ~로 돌아오다

3 special a. 특별한 33 in front of ~의 앞에(=before)

4 wedding anniversary 결혼 기념일 34 square
n. 정사각형, 광장, 제곱 a.

정사각형의, 평방의, 공정

5 anniversary
n. 기념일, 기념제; …주년 a.

기념의, …주년의
35 make up

구성하다(=compose,

comprise, constitute), 지어

6 save up (돈을) 모으다, 저축하다 36 market
n. 시장, 시세 v. 판촉하다,

시장에 내놓다

7 almost ad. 거의 37 handicraft n. 수공예품

8 instead of ~의 대신에 38 souvenir n. 기념품

9 package tour
패키지 여행(여행사가 알선

하는 운임·숙박비 일체가
39

take a brief look

around
~를 짧게 둘러보다

10 on one's own
~의 스스로, ~ 단독으로

(alone)
40 authentic

a. 진정한(=genuine), 인증

된

11 capital
n. 수도, 대문자, 자본 a. 주

요한
41 notice

v. 주목, 통지, 비평 v. 알아

채다, 통지하다, 알아보다

12 as soon as ~하자마자 42 sign
n. 기호, 신호, 표지, 조짐,

흔적, 계시 v. 서명하다, 신

13 arrive v. 도착하다 43 come from ~에서 오다

14 publick transportation 대중교통 44 know-it-all
a. (무엇이든) 다 아는, 다

아는 척하는 n. 다 아는 사

15 in order to R ~하기 위해 45 the Northern Lights 북극광

16 get off ~에서 내리다 46 at the top of ~의 맨 위에

17 downtown
n. 시내 a. 시내의 ad. 시내

에서
47 bucket list

버킷리스트(신조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

18 hopelessly ad. 절망적으로 48 spot
n. 점, 얼룩, 흠, 장소; a 현

장의 v. 더럽히다, 목격하

19 get lost 길을 잃다 49 require v.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20 several a. 몇몇의, 여러 50 artificial a. 인공적인, 인위적인

21 unsuccessful
a. 실패한, 성공적이지 못한

pron. 몇몇
51 prevent

v. 예방하다, 막다, 방해하

다

22 attempt n. 시도 v. 시도하다 52 view
n. 전망, 시야, 견해, 관람,

목적 v. 보다, 여기다(as)

23 make sense of
~를 이해하다

(=understand)
53 village n. 마을

24 Finnish a. 핀란드의 54 in the hope of ~의 희망으로

25 pass by 지나가다 55 head
n. 머리, 표제 v. 앞에 서다,

향하다, 헤딩하다

26 direction n. 지시, 지휘, 방향, 방침 56 north
n. 북쪽 a. 북쪽의 ad. 북쪽

으로

27 walk A to B
A를 B까지 데려가다, A를 B

까지 걷게 하다
57 Arctic a. 북극의

28 impress
v. 감명을 주다(=move,

touch), 인상을 주다
58 wilderness n. 황무지

29 well
ad. 잘, 충분히 a. 건강한 n.

우물
59 igloo n. 이글루

30 vow v. 맹세하다, 서약하다 60
Words cannot

express
~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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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ress
v. 표현하다 a. 명백한, 급행

의 n. 급행

62 worth ~ing ~할 가치가 있는

63 put up with ~를 참다

64 a few
a. 몇몇의, 소수의 pron. 몇

몇, 소수들

65 huge a. 거대한

66 read
v. 읽다, 읽어주다, ~라고

쓰여 있다

67 joke n. 농담 v. 농담하다

68 embarrass v. 당황하게 하다

69 lay off
1.~를 정리해고하다 2.~를

끊다[그만 먹다/쓰다/하다]

70 midnight n. 한밤중 a. 한밤중의

71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다, 살을 빼

다

72 main post office 중앙우체국

73 reply
n. 답장 v. 답장하다, 대답하

다

74 postmark n. 소인

75 own
v. 소유하다, 인정하다 a. 자

신의, 자신만의 n. 자신의

76 marvelous a. 놀라운, 믿기 어려운

77 say goodbye to ~에게 작별인사를 하다

78 out of ~에서 나온

79 from scratch
1.맨 처음부터 2.사전 준비

없이

80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81 meal n. 식사

82 clear
a. 맑은, 분명한 ad. 분명히

v. 치우다, 결말을 내다, 개

83 finished a. 끝난, 완성된

84 laugh n. 웃음 v. 웃다

85
have a good[hearty]
laugh

크게 웃다

86 flight n. 비행

87 brighten
v. 밝게 하다, 비추다, 빛나

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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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t back from 31 hard

2 trip to 32 get back to

3 special 33 in front of

4 wedding anniversary 34 square

5 anniversary 35 make up

6 save up 36 market

7 almost 37 handicraft

8 instead of 38 souvenir

9 package tour 39
take a brief look

around

10 on one's own 40 authentic

11 capital 41 notice

12 as soon as 42 sign

13 arrive 43 come from

14 publick transportation 44 know-it-all

15 in order to R 45 the Northern Lights

16 get off 46 at the top of

17 downtown 47 bucket list

18 hopelessly 48 spot

19 get lost 49 require

20 several 50 artificial

21 unsuccessful 51 prevent

22 attempt 52 view

23 make sense of 53 village

24 Finnish 54 in the hope of

25 pass by 55 head

26 direction 56 north

27 walk A to B 57 Arctic

28 impress 58 wilderness

29 well 59 igloo

30 vow 60
Words cannot

express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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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ress

62 worth ~ing

63 put up with

64 a few

65 huge

66 read

67 joke

68 embarrass

69 lay off

70 midnight

71 lose weight

72 main post office

73 reply

74 postmark

75 own

76 marvelous

77 say goodbye to

78 out of

79 from scratch

80 be covered with

81 meal

82 clear

83 finished

84 laugh

85
have a good[hearty]
laugh

86 flight

87 brighten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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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ell 31 almost

2 on one's own 32 walk A to B

3 huge 33 village

4 know-it-all 34 hard

5 bucket list 35 out of

6 notice 36 vow

7 finished 37 a few

8 be covered with 38 get back from

9 at the top of 39 publick transportation

10 authentic 40 special

11
take a brief look
around

41 main post office

12 anniversary 42 save up

13 artificial 43 igloo

14 postmark 44 read

15 marvelous 45 make up

16 make sense of 46 impress

17 get lost 47 own

18 come from 48 worth ~ing

19 lay off 49 arrive

20 prevent 50 Arctic

21 reply 51 market

22 head 52 direction

23 brighten 53 attempt

24 square 54 unsuccessful

25 north 55 embarrass

26 in front of 56 lose weight

27 spot 57 from scratch

28 wilderness 58 instead of

29 in order to R 59 pass by

30 the Northern Lights 60 express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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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 잘, 충분히 a. 건강한 n.

우물
31 ad. 거의

2
~의 스스로, ~ 단독으로

(alone)
32

A를 B까지 데려가다, A를 B

까지 걷게 하다

3 a. 거대한 33 n. 마을

4
a. (무엇이든) 다 아는, 다

아는 척하는 n. 다 아는 사
34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5
버킷리스트(신조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
35 ~에서 나온

6
v. 주목, 통지, 비평 v. 알아

채다, 통지하다, 알아보다
36 v. 맹세하다, 서약하다

7 a. 끝난, 완성된 37
a. 몇몇의, 소수의 pron. 몇

몇, 소수들

8 ~로 덮여 있다 38 ~로부터 돌아오다

9 ~의 맨 위에 39 대중교통

10
a. 진정한(=genuine), 인증

된
40 a. 특별한

11 ~를 짧게 둘러보다 41 중앙우체국

12
n. 기념일, 기념제; …주년 a.

기념의, …주년의
42 (돈을) 모으다, 저축하다

13 a. 인공적인, 인위적인 43 n. 이글루

14 n. 소인 44
v. 읽다, 읽어주다, ~라고

쓰여 있다

15 a. 놀라운, 믿기 어려운 45
구성하다(=compose,

comprise, constitute), 지어

16
~를 이해하다

(=understand)
46

v. 감명을 주다(=move,

touch), 인상을 주다

17 길을 잃다 47
v. 소유하다, 인정하다 a. 자

신의, 자신만의 n. 자신의

18 ~에서 오다 48 ~할 가치가 있는

19
1.~를 정리해고하다 2.~를

끊다[그만 먹다/쓰다/하다]
49 v. 도착하다

20
v. 예방하다, 막다, 방해하

다
50 a. 북극의

21
n. 답장 v. 답장하다, 대답하

다
51

n. 시장, 시세 v. 판촉하다,

시장에 내놓다

22
n. 머리, 표제 v. 앞에 서다,

향하다, 헤딩하다
52 n. 지시, 지휘, 방향, 방침

23
v. 밝게 하다, 비추다, 빛나

다
53 n. 시도 v. 시도하다

24
n. 정사각형, 광장, 제곱 a.

정사각형의, 평방의, 공정
54

a. 실패한, 성공적이지 못한

pron. 몇몇

25
n. 북쪽 a. 북쪽의 ad. 북쪽

으로
55 v. 당황하게 하다

26 ~의 앞에(=before) 56
몸무게를 줄이다, 살을 빼

다

27
n. 점, 얼룩, 흠, 장소; a 현

장의 v. 더럽히다, 목격하
57

1.맨 처음부터 2.사전 준비

없이

28 n. 황무지 58 ~의 대신에

29 ~하기 위해 59 지나가다

30 북극광 60
v. 표현하다 a. 명백한, 급행

의 n. 급행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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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ell 31 almost

2 on one's own 32 walk A to B

3 huge 33 village

4 know-it-all 34 hard

5 bucket list 35 out of

6
v. 주목, 통지, 비평 v. 알아

채다, 통지하다, 알아보다
36 v. 맹세하다, 서약하다

7 a. 끝난, 완성된 37
a. 몇몇의, 소수의 pron. 몇

몇, 소수들

8 ~로 덮여 있다 38 ~로부터 돌아오다

9 ~의 맨 위에 39 대중교통

10
a. 진정한(=genuine), 인증

된
40 a. 특별한

11
take a brief look
around

41 main post office

12 anniversary 42 save up

13 artificial 43 igloo

14 postmark 44 read

15 marvelous 45 make up

16
~를 이해하다

(=understand)
46

v. 감명을 주다(=move,

touch), 인상을 주다

17 길을 잃다 47
v. 소유하다, 인정하다 a. 자

신의, 자신만의 n. 자신의

18 ~에서 오다 48 ~할 가치가 있는

19
1.~를 정리해고하다 2.~를

끊다[그만 먹다/쓰다/하다]
49 v. 도착하다

20
v. 예방하다, 막다, 방해하

다
50 a. 북극의

21 reply 51 market

22 head 52 direction

23 brighten 53 attempt

24 square 54 unsuccessful

25 north 55 embarrass

26 ~의 앞에(=before) 56
몸무게를 줄이다, 살을 빼

다

27
n. 점, 얼룩, 흠, 장소; a 현

장의 v. 더럽히다, 목격하
57

1.맨 처음부터 2.사전 준비

없이

28 n. 황무지 58 ~의 대신에

29 ~하기 위해 59 지나가다

30 북극광 60
v. 표현하다 a. 명백한, 급행

의 n. 급행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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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ell
ad. 잘, 충분히 a. 건강한 n.

우물
31 almost ad. 거의

2 on one's own
~의 스스로, ~ 단독으로

(alone)
32 walk A to B

A를 B까지 데려가다, A를 B

까지 걷게 하다

3 huge a. 거대한 33 village n. 마을

4 know-it-all
a. (무엇이든) 다 아는, 다

아는 척하는 n. 다 아는 사
34 hard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5 bucket list
버킷리스트(신조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
35 out of ~에서 나온

6 notice
v. 주목, 통지, 비평 v. 알아

채다, 통지하다, 알아보다
36 vow v. 맹세하다, 서약하다

7 finished a. 끝난, 완성된 37 a few
a. 몇몇의, 소수의 pron. 몇

몇, 소수들

8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38 get back from ~로부터 돌아오다

9 at the top of ~의 맨 위에 39 publick transportation 대중교통

10 authentic
a. 진정한(=genuine), 인증

된
40 special a. 특별한

11
take a brief look
around

~를 짧게 둘러보다 41 main post office 중앙우체국

12 anniversary
n. 기념일, 기념제; …주년 a.

기념의, …주년의
42 save up (돈을) 모으다, 저축하다

13 artificial a. 인공적인, 인위적인 43 igloo n. 이글루

14 postmark n. 소인 44 read
v. 읽다, 읽어주다, ~라고

쓰여 있다

15 marvelous a. 놀라운, 믿기 어려운 45 make up
구성하다(=compose,

comprise, constitute), 지어

16 make sense of
~를 이해하다

(=understand)
46 impress

v. 감명을 주다(=move,

touch), 인상을 주다

17 get lost 길을 잃다 47 own
v. 소유하다, 인정하다 a. 자

신의, 자신만의 n. 자신의

18 come from ~에서 오다 48 worth ~ing ~할 가치가 있는

19 lay off
1.~를 정리해고하다 2.~를

끊다[그만 먹다/쓰다/하다]
49 arrive v. 도착하다

20 prevent
v. 예방하다, 막다, 방해하

다
50 Arctic a. 북극의

21 reply
n. 답장 v. 답장하다, 대답하

다
51 market

n. 시장, 시세 v. 판촉하다,

시장에 내놓다

22 head
n. 머리, 표제 v. 앞에 서다,

향하다, 헤딩하다
52 direction n. 지시, 지휘, 방향, 방침

23 brighten
v. 밝게 하다, 비추다, 빛나

다
53 attempt n. 시도 v. 시도하다

24 square
n. 정사각형, 광장, 제곱 a.

정사각형의, 평방의, 공정
54 unsuccessful

a. 실패한, 성공적이지 못한

pron. 몇몇

25 north
n. 북쪽 a. 북쪽의 ad. 북쪽

으로
55 embarrass v. 당황하게 하다

26 in front of ~의 앞에(=before) 56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다, 살을 빼

다

27 spot
n. 점, 얼룩, 흠, 장소; a 현

장의 v. 더럽히다, 목격하
57 from scratch

1.맨 처음부터 2.사전 준비

없이

28 wilderness n. 황무지 58 instead of ~의 대신에

29 in order to R ~하기 위해 59 pass by 지나가다

30 the Northern Lights 북극광 60 express
v. 표현하다 a. 명백한, 급행

의 n. 급행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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