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 by 지나가다 31 enthusiasm 열광, 열정

2 blow up 폭발하다 32 humanity 인류, 인류애

3 yell 소리치다

4 run away 도망치다

5 assemble 모으다, 모이다

6 emergency 응급

7 at the age of ~의 나이에

8 rescue 구조하다

9 Hebrew
히브리어(현대 이스라엘의

공식어)

10 equipment 장비

11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12 stabilize 안정되다, 안정시키다

13 in time 시간에 맞춰(늦지 않게)

14 due to ~때문에

15 choke 숨이 막히다, 질식시 키다

16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17 come up with
(해답을) 찾아내다, 생각해

내다

18 cardiac arrest 심장 정지

19 collapse 쓰러지다

20 Jew 유대인, 유대교도

21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22 shed (피, 눈물 등을) 흘리다

23 gratitude 감사

24 passionate 열정적인

25 navigator 조종사, 항해사

26
traffic navigator
device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를 도와주는 장치 혹은 프

27 stuck in 막힌, 정체된

28 expend 확대되다, 확대시키다

29 life-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30 participation 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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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 by 31 enthusiasm

2 blow up 32 humanity

3 yell

4 run away

5 assemble

6 emergency

7 at the age of

8 rescue

9 Hebrew

10 equipment

11 transfer

12 stabilize

13 in time

14 due to

15 choke

16 CPR

17 come up with

18 cardiac arrest

19 collapse

20 Jew

21 get along

22 shed

23 gratitude

24 passionate

25 navigator

26
traffic navigator
device

27 stuck in

28 expend

29 life-threatening

30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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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rticipation 31 Hebrew

2 collapse 32 stuck in

3 blow up

4 due to

5 rescue

6
traffic navigator
device

7 come up with

8 assemble

9 emergency

10 choke

11 stabilize

12 gratitude

13 get along

14 equipment

15 passionate

16 enthusiasm

17 at the age of

18 yell

19 cardiac arrest

20 in time

21 navigator

22 life-threatening

23 Jew

24 pass by

25 humanity

26 CPR

27 shed

28 expend

29 run away

30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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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참가, 참여 31
히브리어(현대 이스라엘의

공식어)

2 쓰러지다 32 막힌, 정체된

3 폭발하다

4 ~때문에

5 구조하다

6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를 도와주는 장치 혹은 프

7
(해답을) 찾아내다, 생각해

내다

8 모으다, 모이다

9 응급

10 숨이 막히다, 질식시 키다

11 안정되다, 안정시키다

12 감사

13 사이좋게 지내다

14 장비

15 열정적인

16 열광, 열정

17 ~의 나이에

18 소리치다

19 심장 정지

20 시간에 맞춰(늦지 않게)

21 조종사, 항해사

22 생명을 위협하는

23 유대인, 유대교도

24 지나가다

25 인류, 인류애

2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27 (피, 눈물 등을) 흘리다

28 확대되다, 확대시키다

29 도망치다

30 옮기다,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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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rticipation 31 Hebrew

2 collapse 32 stuck in

3 blow up

4 due to

5 rescue

6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를 도와주는 장치 혹은 프

7
(해답을) 찾아내다, 생각해

내다

8 모으다, 모이다

9 응급

10 숨이 막히다, 질식시 키다

11 stabilize

12 gratitude

13 get along

14 equipment

15 passionate

16 열광, 열정

17 ~의 나이에

18 소리치다

19 심장 정지

20 시간에 맞춰(늦지 않게)

21 navigator

22 life-threatening

23 Jew

24 pass by

25 humanity

2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27 (피, 눈물 등을) 흘리다

28 확대되다, 확대시키다

29 도망치다

30 옮기다,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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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rticipation 참가, 참여 31 Hebrew
히브리어(현대 이스라엘의

공식어)

2 collapse 쓰러지다 32 stuck in 막힌, 정체된

3 blow up 폭발하다

4 due to ~때문에

5 rescue 구조하다

6
traffic navigator
device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를 도와주는 장치 혹은 프

7 come up with
(해답을) 찾아내다, 생각해

내다

8 assemble 모으다, 모이다

9 emergency 응급

10 choke 숨이 막히다, 질식시 키다

11 stabilize 안정되다, 안정시키다

12 gratitude 감사

13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14 equipment 장비

15 passionate 열정적인

16 enthusiasm 열광, 열정

17 at the age of ~의 나이에

18 yell 소리치다

19 cardiac arrest 심장 정지

20 in time 시간에 맞춰(늦지 않게)

21 navigator 조종사, 항해사

22 life-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23 Jew 유대인, 유대교도

24 pass by 지나가다

25 humanity 인류, 인류애

26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27 shed (피, 눈물 등을) 흘리다

28 expend 확대되다, 확대시키다

29 run away 도망치다

30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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