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story 역사 31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2 club 동아리 32 so that ~하기 위해서

3 visit 방문하다 33 forget 잊다

4 entrance 출입구 34 sacrifice 희생(하다)

5 statue (조각)상 35 complete(동사) 끝내다

6 national 국가적인 36 tomb 무덤

7 spend 시간(돈) Ving 시간(돈)을 ~에 쓰다 37 do so 그렇게 하다

8 most of 대부분의 38 respect 존경(하다)

9 independence 독립 39 God 신

10 rule 통치 40 clearly 분명히, 명백하게

11 educate 교육시키다 41 loudly 크게

12 by Ving ~함으로써 42 complete(형용사) 완전한

13 movement (사회적인) 운동

14 spread 퍼지다

15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6 join 참여하다, 합류하다

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임시정부

18 become ~가 되다

19 president (단체의) 장, 우두머리

20 exhibition 전시

21 patriotic 애국적인

22 organization 기관, 조직

23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24 against ~에 대항하여

25 belong to ~에 속하다, ~소속이다

26 watch 손목 시계

27 general(명사) 장군

28 direct(동사) 지시하다, 명령하다

29 carry out 실행하다

30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중3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story 31 not ~ anymore

2 club 32 so that

3 visit 33 forget

4 entrance 34 sacrifice

5 statue 35 complete(동사)

6 national 36 tomb

7 spend 시간(돈) Ving 37 do so

8 most of 38 respect

9 independence 39 God

10 rule 40 clearly

11 educate 41 loudly

12 by Ving 42 complete(형용사)

13 movement

14 spread

15 throughout

16 join

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8 become

19 president

20 exhibition

21 patriotic

22 organization

23 form(동사)

24 against

25 belong to

26 watch

27 general(명사)

28 direct(동사)

29 carry out

30 leave for

중3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mb 31 complete(동사)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2 forget

3 president 33 watch

4 join 34 history

5 not ~ anymore 35 general(명사)

6 organization 36 respect

7 form(동사) 37 belong to

8 independence 38 loudly

9 statue 39 movement

10 club 40 against

11 visit 41 become

12 educate 42 leave for

13 God

14 exhibition

15 patriotic

16 spread

17 by Ving

18 spend 시간(돈) Ving

19 national

20 so that

21 sacrifice

22 entrance

23 rule

24 complete(형용사)

25 do so

26 direct(동사)

27 throughout

28 carry out

29 clearly

30 most of

중3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무덤 31 끝내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32 잊다

3 (단체의) 장, 우두머리 33 손목 시계

4 참여하다, 합류하다 34 역사

5 더 이상 ~이 아닌 35 장군

6 기관, 조직 36 존경(하다)

7 형성하다, 만들다 37 ~에 속하다, ~소속이다

8 독립 38 크게

9 (조각)상 39 (사회적인) 운동

10 동아리 40 ~에 대항하여

11 방문하다 41 ~가 되다

12 교육시키다 42 ~를 향해 떠나다

13 신

14 전시

15 애국적인

16 퍼지다

17 ~함으로써

18 시간(돈)을 ~에 쓰다

19 국가적인

20 ~하기 위해서

21 희생(하다)

22 출입구

23 통치

24 완전한

25 그렇게 하다

26 지시하다, 명령하다

27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8 실행하다

29 분명히, 명백하게

30 대부분의

중3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mb 31 complete(동사)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2 forget

3 president 33 watch

4 join 34 history

5 not ~ anymore 35 general(명사)

6 기관, 조직 36 존경(하다)

7 형성하다, 만들다 37 ~에 속하다, ~소속이다

8 독립 38 크게

9 (조각)상 39 (사회적인) 운동

10 동아리 40 ~에 대항하여

11 visit 41 become

12 educate 42 leave for

13 God

14 exhibition

15 patriotic

16 퍼지다

17 ~함으로써

18 시간(돈)을 ~에 쓰다

19 국가적인

20 ~하기 위해서

21 sacrifice

22 entrance

23 rule

24 complete(형용사)

25 do so

26 지시하다, 명령하다

27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8 실행하다

29 분명히, 명백하게

30 대부분의

중3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mb 무덤 31 complete(동사) 끝내다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임시정부 32 forget 잊다

3 president (단체의) 장, 우두머리 33 watch 손목 시계

4 join 참여하다, 합류하다 34 history 역사

5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5 general(명사) 장군

6 organization 기관, 조직 36 respect 존경(하다)

7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37 belong to ~에 속하다, ~소속이다

8 independence 독립 38 loudly 크게

9 statue (조각)상 39 movement (사회적인) 운동

10 club 동아리 40 against ~에 대항하여

11 visit 방문하다 41 become ~가 되다

12 educate 교육시키다 42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13 God 신

14 exhibition 전시

15 patriotic 애국적인

16 spread 퍼지다

17 by Ving ~함으로써

18 spend 시간(돈) Ving 시간(돈)을 ~에 쓰다

19 national 국가적인

20 so that ~하기 위해서

21 sacrifice 희생(하다)

22 entrance 출입구

23 rule 통치

24 complete(형용사) 완전한

25 do so 그렇게 하다

26 direct(동사) 지시하다, 명령하다

27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8 carry out 실행하다

29 clearly 분명히, 명백하게

30 most of 대부분의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