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nd(명사) 마음 31 soon 곧

2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2 raise 모금하다

3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33 enough 충분한

4 teenager 십대 34 business 사업

5 robotic 로봇의 35 thanks to ~덕분에

6 helpful 도움이 되는 36 success 성공

7 one day 어느날 37 school fee 수업료

8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38 textbook 교과서

9 fair(명사) 박람회 39 uniform 교복

10 cost(동사) 비용이 들다 40 advice 충고, 조언

11 cheap (가격이) 싼 41 useless 쓸모없는, 소용없는

12 failure 실패 42 corn cob 옥수수 속대

13 by Ving ~함으로써 43 filter 여과기, 필터

14 technology (과학) 기술 44 countryside 시골, 한 지방

15 useful 유용한 45 seriously 심각하게

16 decide 결정하다 46 pollute 오염시키다

17 share 공유하다 47 solve 해결하다

18 others 다른 사람들 48 everywhere 모든 곳에

19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49 village 마을

20 maybe 아마도 50 matter 물질

21 headband 머리띠 51 out of ~에서, ~로부터

22 education 교육 52 dried 말린, 건조된

23 realize 깨닫다 53 along ~를 따라서

24 afford ~할 여유가 있다 54 place(동사) ~를 놓다

25 wonder 궁금해하다 55 bowl 그릇

26 if ~인지 아닌지 56 after a while 잠시 후

27 sew 바느질하다 57 collect 수집하다

28 machine 기계 58 remove 제거하다

29 how to V ~하는 방법 59 lake 호수

30 for oneself 혼자서 6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중3 YBM 박준언



제 9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nd(명사) 31 soon

2 too ~ to V 32 raise

3 the following 33 enough

4 teenager 34 business

5 robotic 35 thanks to

6 helpful 36 success

7 one day 37 school fee

8 come across 38 textbook

9 fair(명사) 39 uniform

10 cost(동사) 40 advice

11 cheap 41 useless

12 failure 42 corn cob

13 by Ving 43 filter

14 technology 44 countryside

15 useful 45 seriously

16 decide 46 pollute

17 share 47 solve

18 others 48 everywhere

19 for free 49 village

20 maybe 50 matter

21 headband 51 out of

22 education 52 dried

23 realize 53 along

24 afford 54 place(동사)

25 wonder 55 bowl

26 if 56 after a while

27 sew 57 collect

28 machine 58 remove

29 how to V 59 lake

30 for oneself 60 not only A but also B

중3 YBM 박준언



제 9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ord 31 technology

2 uniform 32 cost(동사)

3 education 33 lake

4 come across 34 for free

5 fair(명사) 35 mind(명사)

6 useless 36 maybe

7 village 37 how to V

8 after a while 38 remove

9 dried 39 cheap

10 helpful 40 share

11 teenager 41 others

12 enough 42 matter

13 machine 43 if

14 everywhere 44 robotic

15 advice 45 failure

16 along 46 too ~ to V

17 soon 47 thanks to

18 filter 48 collect

19 headband 49 seriously

20 school fee 50 by Ving

21 business 51 realize

22 raise 52 decide

23 success 53 for oneself

24 place(동사) 54 textbook

25 not only A but also B 55 pollute

26 sew 56 bowl

27 the following 57 out of

28 corn cob 58 one day

29 useful 59 wonder

30 solve 60 countryside

중3 YBM 박준언



제 9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할 여유가 있다 31 (과학) 기술

2 교복 32 비용이 들다

3 교육 33 호수

4 우연히 마주치다 34 무료로, 공짜로

5 박람회 35 마음

6 쓸모없는, 소용없는 36 아마도

7 마을 37 ~하는 방법

8 잠시 후 38 제거하다

9 말린, 건조된 39 (가격이) 싼

10 도움이 되는 40 공유하다

11 십대 41 다른 사람들

12 충분한 42 물질

13 기계 43 ~인지 아닌지

14 모든 곳에 44 로봇의

15 충고, 조언 45 실패

16 ~를 따라서 46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7 곧 47 ~덕분에

18 여과기, 필터 48 수집하다

19 머리띠 49 심각하게

20 수업료 50 ~함으로써

21 사업 51 깨닫다

22 모금하다 52 결정하다

23 성공 53 혼자서

24 ~를 놓다 54 교과서

25 A뿐만 아니라 B도 55 오염시키다

26 바느질하다 56 그릇

27 뒤에 나오는 57 ~에서, ~로부터

28 옥수수 속대 58 어느날

29 유용한 59 궁금해하다

30 해결하다 60 시골, 한 지방

중3 YBM 박준언



제 9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ord 31 technology

2 uniform 32 cost(동사)

3 education 33 lake

4 come across 34 for free

5 fair(명사) 35 mind(명사)

6 쓸모없는, 소용없는 36 아마도

7 마을 37 ~하는 방법

8 잠시 후 38 제거하다

9 말린, 건조된 39 (가격이) 싼

10 도움이 되는 40 공유하다

11 teenager 41 others

12 enough 42 matter

13 machine 43 if

14 everywhere 44 robotic

15 advice 45 failure

16 ~를 따라서 46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7 곧 47 ~덕분에

18 여과기, 필터 48 수집하다

19 머리띠 49 심각하게

20 수업료 50 ~함으로써

21 business 51 realize

22 raise 52 decide

23 success 53 for oneself

24 place(동사) 54 textbook

25 not only A but also B 55 pollute

26 바느질하다 56 그릇

27 뒤에 나오는 57 ~에서, ~로부터

28 옥수수 속대 58 어느날

29 유용한 59 궁금해하다

30 해결하다 60 시골, 한 지방

중3 YBM 박준언



제 9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ord ~할 여유가 있다 31 technology (과학) 기술

2 uniform 교복 32 cost(동사) 비용이 들다

3 education 교육 33 lake 호수

4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34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5 fair(명사) 박람회 35 mind(명사) 마음

6 useless 쓸모없는, 소용없는 36 maybe 아마도

7 village 마을 37 how to V ~하는 방법

8 after a while 잠시 후 38 remove 제거하다

9 dried 말린, 건조된 39 cheap (가격이) 싼

10 helpful 도움이 되는 40 share 공유하다

11 teenager 십대 41 others 다른 사람들

12 enough 충분한 42 matter 물질

13 machine 기계 43 if ~인지 아닌지

14 everywhere 모든 곳에 44 robotic 로봇의

15 advice 충고, 조언 45 failure 실패

16 along ~를 따라서 46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7 soon 곧 47 thanks to ~덕분에

18 filter 여과기, 필터 48 collect 수집하다

19 headband 머리띠 49 seriously 심각하게

20 school fee 수업료 50 by Ving ~함으로써

21 business 사업 51 realize 깨닫다

22 raise 모금하다 52 decide 결정하다

23 success 성공 53 for oneself 혼자서

24 place(동사) ~를 놓다 54 textbook 교과서

25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55 pollute 오염시키다

26 sew 바느질하다 56 bowl 그릇

27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57 out of ~에서, ~로부터

28 corn cob 옥수수 속대 58 one day 어느날

29 useful 유용한 59 wonder 궁금해하다

30 solve 해결하다 60 countryside 시골, 한 지방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