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31 still 여전히

2 last 지난 32 trouble(동사) 귀찮게하다, 괴롭히다

3 wolf 늑대 33 answer 대답하다

4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34 Go away! 가버려! 꺼져!

5 police station 경찰서 35 bother 괴롭히다

6 blow down (불어) 넘어뜨리다 36 impolite 무례한

7 explain 설명하다 37 deserve
~할 자격이 있다, 받을 만

하다

8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apology 사과

9 own(형용사) 자신의 39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0 straw 짚 40 be framed 누명을 쓰다

11 stick 막대기 41 town 마을

12 brick 벽돌 42 borrow 빌리다

13 one day 어느날 43 sound(동사) 들리다

14 completely 완전히 44 lend 빌려주다

15 almost 거의

16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17 lose 잃다

18 rest 쉬다

19 guest 손님

20 whole 전체의

21 wrong 잘못 된, 틀린

22 sneeze 재채기(하다)

23 cold(명사) 감기

24 back then (과거의) 당시에

25 dear 사랑하는, 친애하는

26 run out of ~가 부족하다

27 neighbor 이웃

28 knock 두드리다

29 grab 잡다, 움켜쥐다

30 unfortunately 불행히도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at way 31 still

2 last 32 trouble(동사)

3 wolf 33 answer

4 take A to B 34 Go away!

5 police station 35 bother

6 blow down 36 impolite

7 explain 37 deserve

8 happen 38 apology

9 own(형용사) 39 keep Ving

10 straw 40 be framed

11 stick 41 town

12 brick 42 borrow

13 one day 43 sound(동사)

14 completely 44 lend

15 almost

16 be made of

17 lose

18 rest

19 guest

20 whole

21 wrong

22 sneeze

23 cold(명사)

24 back then

25 dear

26 run out of

27 neighbor

28 knock

29 grab

30 unfortunately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ar 31 run out of

2 knock 32 borrow

3 own(형용사) 33 wolf

4 brick 34 still

5 bother 35 that way

6 lose 36 be framed

7 back then 37 be made of

8 lend 38 one day

9 completely 39 explain

10 happen 40 unfortunately

11 almost 41 apology

12 rest 42 whole

13 neighbor 43 impolite

14 police station 44 sneeze

15 stick

16 deserve

17 wrong

18 last

19 guest

20 Go away!

21 take A to B

22 blow down

23 straw

24 trouble(동사)

25 town

26 answer

27 keep Ving

28 grab

29 sound(동사)

30 cold(명사)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사랑하는, 친애하는 31 ~가 부족하다

2 두드리다 32 빌리다

3 자신의 33 늑대

4 벽돌 34 여전히

5 괴롭히다 35 그런 방식으로

6 잃다 36 누명을 쓰다

7 (과거의) 당시에 37 ~로 만들어지다

8 빌려주다 38 어느날

9 완전히 39 설명하다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불행히도

11 거의 41 사과

12 쉬다 42 전체의

13 이웃 43 무례한

14 경찰서 44 재채기(하다)

15 막대기

16
~할 자격이 있다, 받을 만

하다

17 잘못 된, 틀린

18 지난

19 손님

20 가버려! 꺼져!

21 A를 B로 데려가다

22 (불어) 넘어뜨리다

23 짚

24 귀찮게하다, 괴롭히다

25 마을

26 대답하다

27 계속해서 ~하다

28 잡다, 움켜쥐다

29 들리다

30 감기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ar 31 run out of

2 knock 32 borrow

3 own(형용사) 33 wolf

4 brick 34 still

5 bother 35 that way

6 잃다 36 누명을 쓰다

7 (과거의) 당시에 37 ~로 만들어지다

8 빌려주다 38 어느날

9 완전히 39 설명하다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불행히도

11 almost 41 apology

12 rest 42 whole

13 neighbor 43 impolite

14 police station 44 sneeze

15 stick

16
~할 자격이 있다, 받을 만

하다

17 잘못 된, 틀린

18 지난

19 손님

20 가버려! 꺼져!

21 take A to B

22 blow down

23 straw

24 trouble(동사)

25 town

26 대답하다

27 계속해서 ~하다

28 잡다, 움켜쥐다

29 들리다

30 감기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ar 사랑하는, 친애하는 31 run out of ~가 부족하다

2 knock 두드리다 32 borrow 빌리다

3 own(형용사) 자신의 33 wolf 늑대

4 brick 벽돌 34 still 여전히

5 bother 괴롭히다 35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6 lose 잃다 36 be framed 누명을 쓰다

7 back then (과거의) 당시에 37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8 lend 빌려주다 38 one day 어느날

9 completely 완전히 39 explain 설명하다

10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unfortunately 불행히도

11 almost 거의 41 apology 사과

12 rest 쉬다 42 whole 전체의

13 neighbor 이웃 43 impolite 무례한

14 police station 경찰서 44 sneeze 재채기(하다)

15 stick 막대기

16 deserve
~할 자격이 있다, 받을 만

하다

17 wrong 잘못 된, 틀린

18 last 지난

19 guest 손님

20 Go away! 가버려! 꺼져!

21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22 blow down (불어) 넘어뜨리다

23 straw 짚

24 trouble(동사) 귀찮게하다, 괴롭히다

25 town 마을

26 answer 대답하다

27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8 grab 잡다, 움켜쥐다

29 sound(동사) 들리다

30 cold(명사) 감기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