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itizen 시민 31 turn off 끄다

2 posting 게시글 32 take A into B A를 B로 가져가다

3 imagine 상상하다 33 keep A out of B A를 B밖에 놓다

4 near ~근처에 34 activity 활동

5 be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35 post(동사) 게시하다

6 without ~없이 36 by half 절반으로

7 uncomfortable 불편한 37 wise 현명한

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9 reduce 줄이다

10 right after ~직후에

11 the sound of alert 알림 소리

12 next to ~옆에

13 more than ~이상

14 if so 만약 그렇다면

15 addiction 중독

16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17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18 pain 통증, 고통

19 stay away 떨어져 있다

20 device 장치, 도구

21 such as ~와 같은

22 for a while 잠시 동안

23 freedom 자유

24 noisy 시끄러운

25 refreshed 상쾌한

26 creative 창의적인

27 others 다른 사람들

28 necessary 필요한

29 set rules 규칙을 정하다

30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중3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itizen 31 turn off

2 posting 32 take A into B

3 imagine 33 keep A out of B

4 near 34 activity

5 be addicted to 35 post(동사)

6 without 36 by half

7 uncomfortable 37 wise

8 try to V

9 reduce

10 right after

11 the sound of alert

12 next to

13 more than

14 if so

15 addiction

16 cause(동사)

17 focus on

18 pain

19 stay away

20 device

21 such as

22 for a while

23 freedom

24 noisy

25 refreshed

26 creative

27 others

28 necessary

29 set rules

30 form(동사)

중3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in 31 posting

2 stay away 32 for a while

3 near 33 freedom

4 uncomfortable 34 by half

5 cause(동사) 35 others

6 activity 36 necessary

7 wise 37 be addicted to

8 noisy

9 set rules

10 device

11 creative

12 reduce

13 post(동사)

14 form(동사)

15 the sound of alert

16 refreshed

17 focus on

18 citizen

19 right after

20 keep A out of B

21 turn off

22 addiction

23 imagine

24 such as

25 take A into B

26 without

27 try to V

28 next to

29 if so

30 more than

중3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통증, 고통 31 게시글

2 떨어져 있다 32 잠시 동안

3 ~근처에 33 자유

4 불편한 34 절반으로

5 야기하다, 초래하다 35 다른 사람들

6 활동 36 필요한

7 현명한 37 ~에 중독되다

8 시끄러운

9 규칙을 정하다

10 장치, 도구

11 창의적인

12 줄이다

13 게시하다

14 형성하다, 만들다

15 알림 소리

16 상쾌한

17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18 시민

19 ~직후에

20 A를 B밖에 놓다

21 끄다

22 중독

23 상상하다

24 ~와 같은

25 A를 B로 가져가다

26 ~없이

27 ~하려고 노력하다

28 ~옆에

29 만약 그렇다면

30 ~이상

중3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in 31 posting

2 stay away 32 for a while

3 near 33 freedom

4 uncomfortable 34 by half

5 cause(동사) 35 others

6 활동 36 필요한

7 현명한 37 ~에 중독되다

8 시끄러운

9 규칙을 정하다

10 장치, 도구

11 creative

12 reduce

13 post(동사)

14 form(동사)

15 the sound of alert

16 상쾌한

17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18 시민

19 ~직후에

20 A를 B밖에 놓다

21 turn off

22 addiction

23 imagine

24 such as

25 take A into B

26 ~없이

27 ~하려고 노력하다

28 ~옆에

29 만약 그렇다면

30 ~이상

중3 YBM 박준언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in 통증, 고통 31 posting 게시글

2 stay away 떨어져 있다 32 for a while 잠시 동안

3 near ~근처에 33 freedom 자유

4 uncomfortable 불편한 34 by half 절반으로

5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35 others 다른 사람들

6 activity 활동 36 necessary 필요한

7 wise 현명한 37 be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8 noisy 시끄러운

9 set rules 규칙을 정하다

10 device 장치, 도구

11 creative 창의적인

12 reduce 줄이다

13 post(동사) 게시하다

14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15 the sound of alert 알림 소리

16 refreshed 상쾌한

17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18 citizen 시민

19 right after ~직후에

20 keep A out of B A를 B밖에 놓다

21 turn off 끄다

22 addiction 중독

23 imagine 상상하다

24 such as ~와 같은

25 take A into B A를 B로 가져가다

26 without ~없이

27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8 next to ~옆에

29 if so 만약 그렇다면

30 more than ~이상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