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ender 소비자 31 follow 따르다

2 Dr. 박사 32 donate 기부하다

3 teen 십대 33 remaining 남아 있는

4 habit 습관 34 charity 자선단체

5 result 결과 35 by Ving ~함으로써

6 survey 조사 36 on sale 할인 판매 중인

7 answer 대답하다 3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8 while ~인 반면, 반면에 38 already 이미, 벌써

9 enough 충분히, 충분한 39 case 경우

10 allowance 용돈 40 even 심지어

11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41 advice 충고, 조언

12 save 절약하다 42 go Ving ~하러 가다

13 lastly 마지막으로 43 shopping list 쇼핑 목록

14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44 even if 비록 ~일지라도

15 manage 관리하다 45 on the spot 즉석에서, 현장에서

16 effort 노력

17 weekly 매주의

18 solve 해결하다

19 spending diary 용돈 기입장

20 use up (모두) 사용하다

21 tip 조언

22 divide 나누다

23 each day 매일

24 favorite 좋아하는

25 however 그러나

26 still 여전히

27 let's see 한 번 봅시다

28 last 지난

29 tight 빠듯한, 엄격한

30 budget 예산

중3 동아 윤정미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ender 31 follow

2 Dr. 32 donate

3 teen 33 remaining

4 habit 34 charity

5 result 35 by Ving

6 survey 36 on sale

7 answer 37 although

8 while 38 already

9 enough 39 case

10 allowance 40 even

11 have difficulty Ving 41 advice

12 save 42 go Ving

13 lastly 43 shopping list

14 the majority of 44 even if

15 manage 45 on the spot

16 effort

17 weekly

18 solve

19 spending diary

20 use up

21 tip

22 divide

23 each day

24 favorite

25 however

26 still

27 let's see

28 last

29 tight

30 budget

중3 동아 윤정미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ready 31 have difficulty Ving

2 tight 32 case

3 on sale 33 teen

4 the majority of 34 by Ving

5 even 35 budget

6 favorite 36 shopping list

7 weekly 37 manage

8 go Ving 38 habit

9 spending diary 39 while

10 survey 40 still

11 lastly 41 save

12 although 42 tip

13 allowance 43 effort

14 divide 44 however

15 answer 45 let's see

16 use up

17 spender

18 donate

19 remaining

20 even if

21 enough

22 advice

23 follow

24 result

25 on the spot

26 charity

27 solve

28 Dr.

29 last

30 each day

중3 동아 윤정미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이미, 벌써 31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2 빠듯한, 엄격한 32 경우

3 할인 판매 중인 33 십대

4 대다수의 34 ~함으로써

5 심지어 35 예산

6 좋아하는 36 쇼핑 목록

7 매주의 37 관리하다

8 ~하러 가다 38 습관

9 용돈 기입장 39 ~인 반면, 반면에

10 조사 40 여전히

11 마지막으로 41 절약하다

12 비록 ~일지라도 42 조언

13 용돈 43 노력

14 나누다 44 그러나

15 대답하다 45 한 번 봅시다

16 (모두) 사용하다

17 소비자

18 기부하다

19 남아 있는

20 비록 ~일지라도

21 충분히, 충분한

22 충고, 조언

23 따르다

24 결과

25 즉석에서, 현장에서

26 자선단체

27 해결하다

28 박사

29 지난

30 매일

중3 동아 윤정미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ready 31 have difficulty Ving

2 tight 32 case

3 on sale 33 teen

4 the majority of 34 by Ving

5 even 35 budget

6 좋아하는 36 쇼핑 목록

7 매주의 37 관리하다

8 ~하러 가다 38 습관

9 용돈 기입장 39 ~인 반면, 반면에

10 조사 40 여전히

11 lastly 41 save

12 although 42 tip

13 allowance 43 effort

14 divide 44 however

15 answer 45 let's see

16 (모두) 사용하다

17 소비자

18 기부하다

19 남아 있는

20 비록 ~일지라도

21 enough

22 advice

23 follow

24 result

25 on the spot

26 자선단체

27 해결하다

28 박사

29 지난

30 매일

중3 동아 윤정미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ready 이미, 벌써 31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2 tight 빠듯한, 엄격한 32 case 경우

3 on sale 할인 판매 중인 33 teen 십대

4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34 by Ving ~함으로써

5 even 심지어 35 budget 예산

6 favorite 좋아하는 36 shopping list 쇼핑 목록

7 weekly 매주의 37 manage 관리하다

8 go Ving ~하러 가다 38 habit 습관

9 spending diary 용돈 기입장 39 while ~인 반면, 반면에

10 survey 조사 40 still 여전히

11 lastly 마지막으로 41 save 절약하다

12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2 tip 조언

13 allowance 용돈 43 effort 노력

14 divide 나누다 44 however 그러나

15 answer 대답하다 45 let's see 한 번 봅시다

16 use up (모두) 사용하다

17 spender 소비자

18 donate 기부하다

19 remaining 남아 있는

20 even if 비록 ~일지라도

21 enough 충분히, 충분한

22 advice 충고, 조언

23 follow 따르다

24 result 결과

25 on the spot 즉석에서, 현장에서

26 charity 자선단체

27 solve 해결하다

28 Dr. 박사

29 last 지난

30 each day 매일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