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end (시간 등을) 보내다 31 break 휴식 시간

2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2 avoid 피하다

3 outdoors 야외에서 33 peak 절정, 최고조

4 however 그러나 34 sunscreen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5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35 protect 보호하다

6 stay +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 36
make a world of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다

7 serotonin (호르몬) 세로토닌 37 mood 기분, 분위기

8 hormone 호르몬

9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0 produce 만들어내다

11 calming 진정시키는, 차분하게 하는

12 effect 효과

13 focus 집중하다

14 moreover 게다가

15 bone 뼈

16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17 calcium 칼슘

18 properly 적절하게

19 vitamin 비타민

20 interestingly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21 create 만들다

22 way 방법

23 benefit 이익(을 얻다)

24 safely 안전하게

25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26 direct 직접적인

27 enough 충분히, 충분한

2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9 between ~사이에

30 during ~동안에

중3 YBM 송미정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end 31 break

2 too ~ to V 32 avoid

3 outdoors 33 peak

4 however 34 sunscreen

5 play a role 35 protect

6 stay + 형용사 36
make a world of
difference

7 serotonin 37 mood

8 hormone

9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10 produce

11 calming

12 effect

13 focus

14 moreover

15 bone

16 as you know

17 calcium

18 properly

19 vitamin

20 interestingly

21 create

22 way

23 benefit

24 safely

25 fortunately

26 direct

27 enough

28 try to V

29 between

30 during

중3 YBM 송미정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void 3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2 however 32 moreover

3 calming 33 too ~ to V

4 bone 34 break

5 way 35 outdoors

6
make a world of
difference

36 properly

7 between 37 hormone

8 spend

9 interestingly

10 sunscreen

11 benefit

12 direct

13 vitamin

14 mood

15 during

16 stay + 형용사

17 safely

18 serotonin

19 play a role

20 try to V

21 protect

22 effect

23 fortunately

24 peak

25 focus

26 enough

27 calcium

28 as you know

29 create

30 produce

중3 YBM 송미정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피하다 31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2 그러나 32 게다가

3 진정시키는, 차분하게 하는 33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 뼈 34 휴식 시간

5 방법 35 야외에서

6 큰 차이를 만들다 36 적절하게

7 ~사이에 37 호르몬

8 (시간 등을) 보내다

9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10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11 이익(을 얻다)

12 직접적인

13 비타민

14 기분, 분위기

15 ~동안에

16 ~한 상태를 유지하다

17 안전하게

18 (호르몬) 세로토닌

19 역할을 하다

20 ~하려고 노력하다

21 보호하다

22 효과

23 다행스럽게도

24 절정, 최고조

25 집중하다

26 충분히, 충분한

27 칼슘

28 너도 알다시피

29 만들다

30 만들어내다

중3 YBM 송미정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void 3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2 however 32 moreover

3 calming 33 too ~ to V

4 bone 34 break

5 way 35 outdoors

6 큰 차이를 만들다 36 적절하게

7 ~사이에 37 호르몬

8 (시간 등을) 보내다

9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10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11 benefit

12 direct

13 vitamin

14 mood

15 during

16 ~한 상태를 유지하다

17 안전하게

18 (호르몬) 세로토닌

19 역할을 하다

20 ~하려고 노력하다

21 protect

22 effect

23 fortunately

24 peak

25 focus

26 충분히, 충분한

27 칼슘

28 너도 알다시피

29 만들다

30 만들어내다

중3 YBM 송미정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void 피하다 3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2 however 그러나 32 moreover 게다가

3 calming 진정시키는, 차분하게 하는 33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 bone 뼈 34 break 휴식 시간

5 way 방법 35 outdoors 야외에서

6
make a world of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다 36 properly 적절하게

7 between ~사이에 37 hormone 호르몬

8 spend (시간 등을) 보내다

9 interestingly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10 sunscreen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11 benefit 이익(을 얻다)

12 direct 직접적인

13 vitamin 비타민

14 mood 기분, 분위기

15 during ~동안에

16 stay +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

17 safely 안전하게

18 serotonin (호르몬) 세로토닌

19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20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1 protect 보호하다

22 effect 효과

23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24 peak 절정, 최고조

25 focus 집중하다

26 enough 충분히, 충분한

27 calcium 칼슘

28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29 create 만들다

30 produce 만들어내다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