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afe 안전한 31 tip 조언

2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32 pass out 기절하다

3 create 만들다 33 use up (모두) 사용하다

4 memory 기억 34 oxygen 산소

5 occasion 경우, 때 35 burn 타다

6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6 mosquito 모기

7 go Ving ~하러 가다 37 forget to V ~할 것을 잊다

8 several 몇몇의 38 apply 바르다

9 keep ~ in mind 명심하다 39 bug 곤충, 벌레

10 safety 안전 40 rub 문지르다

11 seem to V ~처럼 보이다 41 peel 껍질

12 why don't we ~해보는게 어때? 42 instead of ~대신에

13 put up (텐트 등을) 치다, 설치하다 43 nature-friendly 자연 친화적인

14 by ~옆에 44 way 방법

15 overflow 넘치다 45 keep away (멀리) 떨어뜨리다

16 clear 깨끗한, 맑은 46 garlic 마늘

17 weather 날씨 47 place(동사) ~를 놓다

18 quickly 빠르게 48 entrance 입구

19 place 장소

20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21 choose 선택하다

22 flat 평평한

23 avoid 피하다

24 close 가까운

25 strike 때리다

26 lightning 번개

27 enough 충분히, 충분한

28 pan 팬, 냄비, 프라이팬

29 burner (취사용) 버너, 가열 기구

30 explode 폭발하다

중3 YBM 송미정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afe 31 tip

2 although 32 pass out

3 create 33 use up

4 memory 34 oxygen

5 occasion 35 burn

6 happen 36 mosquito

7 go Ving 37 forget to V

8 several 38 apply

9 keep ~ in mind 39 bug

10 safety 40 rub

11 seem to V 41 peel

12 why don't we 42 instead of

13 put up 43 nature-friendly

14 by 44 way

15 overflow 45 keep away

16 clear 46 garlic

17 weather 47 place(동사)

18 quickly 48 entrance

19 place

20 set up

21 choose

22 flat

23 avoid

24 close

25 strike

26 lightning

27 enough

28 pan

29 burner

30 explode

중3 YBM 송미정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ccasion 31 quickly

2 entrance 32 peel

3 put up 33 go Ving

4 mosquito 34 burner

5 apply 35 seem to V

6 tip 36 lightning

7 choose 37 pass out

8 happen 38 explode

9 garlic 39 close

10 bug 40 keep ~ in mind

11 forget to V 41 use up

12 overflow 42 set up

13 nature-friendly 43 instead of

14 pan 44 rub

15 several 45 weather

16 by 46 why don't we

17 strike 47 avoid

18 clear 48 way

19 create

20 oxygen

21 enough

22 place(동사)

23 safe

24 although

25 place

26 burn

27 safety

28 memory

29 keep away

30 flat

중3 YBM 송미정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경우, 때 31 빠르게

2 입구 32 껍질

3 (텐트 등을) 치다, 설치하다 33 ~하러 가다

4 모기 34 (취사용) 버너, 가열 기구

5 바르다 35 ~처럼 보이다

6 조언 36 번개

7 선택하다 37 기절하다

8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폭발하다

9 마늘 39 가까운

10 곤충, 벌레 40 명심하다

11 ~할 것을 잊다 41 (모두) 사용하다

12 넘치다 42 설치하다, 세우다

13 자연 친화적인 43 ~대신에

14 팬, 냄비, 프라이팬 44 문지르다

15 몇몇의 45 날씨

16 ~옆에 46 ~해보는게 어때?

17 때리다 47 피하다

18 깨끗한, 맑은 48 방법

19 만들다

20 산소

21 충분히, 충분한

22 ~를 놓다

23 안전한

24 비록 ~일지라도

25 장소

26 타다

27 안전

28 기억

29 (멀리) 떨어뜨리다

30 평평한

중3 YBM 송미정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ccasion 31 quickly

2 entrance 32 peel

3 put up 33 go Ving

4 mosquito 34 burner

5 apply 35 seem to V

6 조언 36 번개

7 선택하다 37 기절하다

8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폭발하다

9 마늘 39 가까운

10 곤충, 벌레 40 명심하다

11 forget to V 41 use up

12 overflow 42 set up

13 nature-friendly 43 instead of

14 pan 44 rub

15 several 45 weather

16 ~옆에 46 ~해보는게 어때?

17 때리다 47 피하다

18 깨끗한, 맑은 48 방법

19 만들다

20 산소

21 enough

22 place(동사)

23 safe

24 although

25 place

26 타다

27 안전

28 기억

29 (멀리) 떨어뜨리다

30 평평한

중3 YBM 송미정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ccasion 경우, 때 31 quickly 빠르게

2 entrance 입구 32 peel 껍질

3 put up (텐트 등을) 치다, 설치하다 33 go Ving ~하러 가다

4 mosquito 모기 34 burner (취사용) 버너, 가열 기구

5 apply 바르다 35 seem to V ~처럼 보이다

6 tip 조언 36 lightning 번개

7 choose 선택하다 37 pass out 기절하다

8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explode 폭발하다

9 garlic 마늘 39 close 가까운

10 bug 곤충, 벌레 40 keep ~ in mind 명심하다

11 forget to V ~할 것을 잊다 41 use up (모두) 사용하다

12 overflow 넘치다 42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13 nature-friendly 자연 친화적인 43 instead of ~대신에

14 pan 팬, 냄비, 프라이팬 44 rub 문지르다

15 several 몇몇의 45 weather 날씨

16 by ~옆에 46 why don't we ~해보는게 어때?

17 strike 때리다 47 avoid 피하다

18 clear 깨끗한, 맑은 48 way 방법

19 create 만들다

20 oxygen 산소

21 enough 충분히, 충분한

22 place(동사) ~를 놓다

23 safe 안전한

24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5 place 장소

26 burn 타다

27 safety 안전

28 memory 기억

29 keep away (멀리) 떨어뜨리다

30 flat 평평한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