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31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2 economic 경제적인 32 the rest 나머지

3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33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4 asset 자산 34 reservation 예약

5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35 payment 지불

6 for a fee 비용을 지불하고 36 access 접근(하다)

7 directly 직접적으로 37 ownership 소유권

8 name(동사) 이름을 붙이다 38 install 설치하다

9 transform 바꾸다, 변형하다 39 lighting fixture 조명기구

10 landscape 배경, 풍경 40 ceiling 천장

11 key(형용사) 중요한 41 power drill 전동 드릴

12 concept 개념 42 occasion 경우

13 along with ~와 함께 43 neighborhood 이웃지역

14 appropriate 적절한 44 for a long while 오랫동안

15 case story 사례 45 match(동사) 연결하다

16 cast light on 밝히다, 보여주다 46 borrower 빌리는 사람

17 work 작동하다 47 neighbor 이웃 사람

18 rent 임대하다; 임대료 48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19 mattress 매트리스, 요 49 fee 수수료, 요금

20 serve 제공하다 50
have no choice but to
V

~하지 않을 수 없다

21 promote 홍보하다 51 own 소유하다

22 provide 제공하다 52 principle 원리, 원칙

23 advance 진보, 발전 53 enable 가능하게 하다

24 thanks to ~덕분에 54 accommodation 숙박

25 , which 그리고 그것은 55 whatever 무엇이든지

26 than ever 이전 보다 56 whenever ~할 때마다

27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57 instantly 즉각적으로

28 spare(형용사) 여분의, 남은 58 connect 연결하다

29 taste 취향 59 underused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30 book(동사) 예약하다 60 willing to V 기꺼이 ~하는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stly 주로, 대개 91 used to V ~하곤 했다, ~이곤 했다

62 only to V 그러나 92 place(동사) ~를 놓다

63 stay still 가만히 있다 93 appreciate 감상하다

64 garage 차고 94 for good 영원히

65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95 as well 또한

66 on foot 걸어서, 도보로 96 income 수입

67 contribute to Ving ~에 공헌하다 97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68 reduce 줄이다 98 storage 창고

69 emission 배출, 방출 99 exhibition 전시회

70 though 비록 ~일지라도 100 retire 은퇴하다

71 primarily 주로 101 pass away 돌아가시다, 죽다

72 drive 동력을 가하다 102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73 considerable 상당한 103 depression 우울(증)

74 efficiently 효율적으로 104 occupy 차지하다

75 material 재료, 물질 105 recover 회복하다

76 yield 생산하다, 만들다 106 grief (깊은) 슬픔

77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107 stay in touch 연락을 유지하다

78 significantly 엄청나게 108 sociable 사교적인

79 aspire 열망하다 109 charm 매력

80 sustainable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110 age 시대

81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111 virtual 가상의

82 matter(동사) 중요하다 112 assume 가정하다

83 possession 소유 113 interaction 상호작용

84 fit into 어울리다, 적합하다 114 definition 정의

85 current 현재의 115 appeal 호소하다

86 permanent 영구적인 116 community 공동체

87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117 core 핵, 핵심

88 acquisition 습득, 획득 118 each other 서로서로

89 generation 세대 119 party 당사자

90 embrace 포용하다, 포옹하다 120 involved 관련된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essential 필수적인

122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123 stranger 낯선 사람

124 carry out 실행하다

125 rating 등급

126 post(동사) 게시하다

127 remarkable 놀라운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aring economy 31 deal with

2 economic 32 the rest

3 based on 33 locate

4 asset 34 reservation

5 for free 35 payment

6 for a fee 36 access

7 directly 37 ownership

8 name(동사) 38 install

9 transform 39 lighting fixture

10 landscape 40 ceiling

11 key(형용사) 41 power drill

12 concept 42 occasion

13 along with 43 neighborhood

14 appropriate 44 for a long while

15 case story 45 match(동사)

16 cast light on 46 borrower

17 work 47 neighbor

18 rent 48 reasonable

19 mattress 49 fee

20 serve 50
have no choice but to
V

21 promote 51 own

22 provide 52 principle

23 advance 53 enable

24 thanks to 54 accommodation

25 , which 55 whatever

26 than ever 56 whenever

27 private 57 instantly

28 spare(형용사) 58 connect

29 taste 59 underused

30 book(동사) 60 willing to V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stly 91 used to V

62 only to V 92 place(동사)

63 stay still 93 appreciate

64 garage 94 for good

65 in order to V 95 as well

66 on foot 96 income

67 contribute to Ving 97 otherwise

68 reduce 98 storage

69 emission 99 exhibition

70 though 100 retire

71 primarily 101 pass away

72 drive 102 come down with

73 considerable 103 depression

74 efficiently 104 occupy

75 material 105 recover

76 yield 106 grief

77
environmentally
friendly

107 stay in touch

78 significantly 108 sociable

79 aspire 109 charm

80 sustainable 110 age

81 utilize 111 virtual

82 matter(동사) 112 assume

83 possession 113 interaction

84 fit into 114 definition

85 current 115 appeal

86 permanent 116 community

87 particular 117 core

88 acquisition 118 each other

89 generation 119 party

90 embrace 120 involved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essential

122 play a role

123 stranger

124 carry out

125 rating

126 post(동사)

127 remarkable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ervation 31 contribute to Ving

2 generation 32 yield

3 permanent 33 fit into

4 appropriate 34 otherwise

5 garage 35 for a fee

6 whatever 36 fee

7 the rest 37 own

8 directly 38 depression

9 principle 39 private

10 install 40 whenever

11 key(형용사) 41 appreciate

12 stay in touch 42 provide

13 for good 43 along with

14 case story 44 connect

15 occasion 45 significantly

16 grief 46 occupy

17 deal with 47 sociable

18 involved 48 material

19 book(동사) 49 current

20 virtual 50 mattress

21 reduce 51 acquisition

22 name(동사) 52 mostly

23 than ever 53 remarkable

24 utilize 54 ceiling

25 retire 55 thanks to

26 recover 56 interaction

27 access 57 reasonable

28 sharing economy 58 come down with

29
have no choice but to
V

59 efficiently

30 neighborhood 60 instantly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예약 31 ~에 공헌하다

2 세대 32 생산하다, 만들다

3 영구적인 33 어울리다, 적합하다

4 적절한 34 그렇지 않으면

5 차고 35 비용을 지불하고

6 무엇이든지 36 수수료, 요금

7 나머지 37 소유하다

8 직접적으로 38 우울(증)

9 원리, 원칙 39 개인적인, 사적인

10 설치하다 40 ~할 때마다

11 중요한 41 감상하다

12 연락을 유지하다 42 제공하다

13 영원히 43 ~와 함께

14 사례 44 연결하다

15 경우 45 엄청나게

16 (깊은) 슬픔 46 차지하다

17 다루다, 처리하다 47 사교적인

18 관련된 48 재료, 물질

19 예약하다 49 현재의

20 가상의 50 매트리스, 요

21 줄이다 51 습득, 획득

22 이름을 붙이다 52 주로, 대개

23 이전 보다 53 놀라운

24 이용하다, 활용하다 54 천장

25 은퇴하다 55 ~덕분에

26 회복하다 56 상호작용

27 접근(하다) 57 합리적인, 적당한

28 공유경제 58 (병에) 걸리다

29 ~하지 않을 수 없다 59 효율적으로

30 이웃지역 60 즉각적으로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ervation 31 contribute to Ving

2 generation 32 yield

3 permanent 33 fit into

4 appropriate 34 otherwise

5 garage 35 for a fee

6 무엇이든지 36 수수료, 요금

7 나머지 37 소유하다

8 직접적으로 38 우울(증)

9 원리, 원칙 39 개인적인, 사적인

10 설치하다 40 ~할 때마다

11 key(형용사) 41 appreciate

12 stay in touch 42 provide

13 for good 43 along with

14 case story 44 connect

15 occasion 45 significantly

16 (깊은) 슬픔 46 차지하다

17 다루다, 처리하다 47 사교적인

18 관련된 48 재료, 물질

19 예약하다 49 현재의

20 가상의 50 매트리스, 요

21 reduce 51 acquisition

22 name(동사) 52 mostly

23 than ever 53 remarkable

24 utilize 54 ceiling

25 retire 55 thanks to

26 회복하다 56 상호작용

27 접근(하다) 57 합리적인, 적당한

28 공유경제 58 (병에) 걸리다

29 ~하지 않을 수 없다 59 효율적으로

30 이웃지역 60 즉각적으로

영어 1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ervation 예약 31 contribute to Ving ~에 공헌하다

2 generation 세대 32 yield 생산하다, 만들다

3 permanent 영구적인 33 fit into 어울리다, 적합하다

4 appropriate 적절한 34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5 garage 차고 35 for a fee 비용을 지불하고

6 whatever 무엇이든지 36 fee 수수료, 요금

7 the rest 나머지 37 own 소유하다

8 directly 직접적으로 38 depression 우울(증)

9 principle 원리, 원칙 39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10 install 설치하다 40 whenever ~할 때마다

11 key(형용사) 중요한 41 appreciate 감상하다

12 stay in touch 연락을 유지하다 42 provide 제공하다

13 for good 영원히 43 along with ~와 함께

14 case story 사례 44 connect 연결하다

15 occasion 경우 45 significantly 엄청나게

16 grief (깊은) 슬픔 46 occupy 차지하다

17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47 sociable 사교적인

18 involved 관련된 48 material 재료, 물질

19 book(동사) 예약하다 49 current 현재의

20 virtual 가상의 50 mattress 매트리스, 요

21 reduce 줄이다 51 acquisition 습득, 획득

22 name(동사) 이름을 붙이다 52 mostly 주로, 대개

23 than ever 이전 보다 53 remarkable 놀라운

24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54 ceiling 천장

25 retire 은퇴하다 55 thanks to ~덕분에

26 recover 회복하다 56 interaction 상호작용

27 access 접근(하다) 57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28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58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29
have no choice but to
V

~하지 않을 수 없다 59 efficiently 효율적으로

30 neighborhood 이웃지역 60 instantly 즉각적으로

영어 1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