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vironmental 환경적인 31 contain 포함하다

2 innovation 혁신 32 statue (조각)상

3 join hands 손을 잡다, 힘을 합치다 33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

4 save 구하다 34 material 재료, 물질

5 way 방법 35 support 지지하다

6 protect 보호하다 36 provide 제공하다

7 environment 환경 37 additional 추가적인

8 creative 창의적인 38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9 example 예 39 , which 그리고 그것은

10 underwater 물속의, 수면 밑의 40 unique 독특한

11 museum 박물관 41 a variety of 다양한

12 professor 교수 42 realize 깨닫다

13 explanation 설명 43 architecture 건축, 건축학, 건축물

14 million 백만의 44 architect 건축가

15 tourist 관광객 45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1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46 throughout th year 1년 내내

17 activity 활동 47 air conditioning 냉방

18 area 영역, 지역 48 contribute
(좋은, 나쁜 의미로) 공헌하

다, 기여하다

19 however 그러나 49 climate 기후

20 seriously 심각하게 50 that is why 그래서

21 damage 피해를 주다 51 less 더 적은, 덜

22 near ~근처에 52 structure 구조

23 Dr. 박사 53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4 prevent 막다, 방해하다 54 flow 흐름

25 attract 끌다 55 natural 자연적인

26 dying 죽어 가는 56 stay
머무르다; ~인 상태를 유지

하다

27 get better 나아지다 57 in addition to N ~외에도

28 away from ~로부터 떨어진 58 add 추가하다, 더하다

29 below ~밑에 59 greenery 녹지 공간

30 surface 표면 60 shade 그늘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irect 직접적인

6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3 quality 질, 특징

64 goal 목표

65 hopefully 바라건데

66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6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68 field 분야

69 harmony 조화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vironmental 31 contain

2 innovation 32 statue

3 join hands 33 be made from

4 save 34 material

5 way 35 support

6 protect 36 provide

7 environment 37 additional

8 creative 38 over time

9 example 39 , which

10 underwater 40 unique

11 museum 41 a variety of

12 professor 42 realize

13 explanation 43 architecture

14 million 44 architect

15 tourist 45 eco-friendly

16 popular 46 throughout th year

17 activity 47 air conditioning

18 area 48 contribute

19 however 49 climate

20 seriously 50 that is why

21 damage 51 less

22 near 52 structure

23 Dr. 53 throughout

24 prevent 54 flow

25 attract 55 natural

26 dying 56 stay

27 get better 57 in addition to N

28 away from 58 add

29 below 59 greenery

30 surface 60 shade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irect

62 not only A but also B

63 quality

64 goal

65 hopefully

66 keep Ving

67 come up with

68 field

69 harmony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ying 31 flow

2 add 32 field

3 in addition to N 33 material

4 additional 34 greenery

5 environment 35 structure

6 popular 36 not only A but also B

7 creative 37 harmony

8 museum 38 away from

9 hopefully 39 damage

10 quality 40 protect

11 contain 41 tourist

12 save 42 that is why

13 environmental 43 stay

14 professor 44 natural

15 eco-friendly 45 throughout

16 contribute 46 unique

17 underwater 47 come up with

18 get better 48 goal

19 architecture 49 area

20 near 50 example

21 shade 51 innovation

22 explanation 52 activity

23 prevent 53 join hands

24 be made from 54 a variety of

25 direct 55 million

26 statue 56 attract

27 below 57 however

28 , which 58 climate

29 seriously 59 over time

30 surface 60 less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죽어 가는 31 흐름

2 추가하다, 더하다 32 분야

3 ~외에도 33 재료, 물질

4 추가적인 34 녹지 공간

5 환경 35 구조

6 인기있는, 유명한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창의적인 37 조화

8 박물관 38 ~로부터 떨어진

9 바라건데 39 피해를 주다

10 질, 특징 40 보호하다

11 포함하다 41 관광객

12 구하다 42 그래서

13 환경적인 43
머무르다; ~인 상태를 유지

하다

14 교수 44 자연적인

15 환경 친화적인 45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6
(좋은, 나쁜 의미로) 공헌하

다, 기여하다
46 독특한

17 물속의, 수면 밑의 47 생각해내다

18 나아지다 48 목표

19 건축, 건축학, 건축물 49 영역, 지역

20 ~근처에 50 예

21 그늘 51 혁신

22 설명 52 활동

23 막다, 방해하다 53 손을 잡다, 힘을 합치다

24 ~로 만들어지다 54 다양한

25 직접적인 55 백만의

26 (조각)상 56 끌다

27 ~밑에 57 그러나

28 그리고 그것은 58 기후

29 심각하게 59 시간이 흘러가면서

30 표면 60 더 적은, 덜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ying 31 flow

2 add 32 field

3 in addition to N 33 material

4 additional 34 greenery

5 environment 35 structure

6 인기있는, 유명한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창의적인 37 조화

8 박물관 38 ~로부터 떨어진

9 바라건데 39 피해를 주다

10 질, 특징 40 보호하다

11 contain 41 tourist

12 save 42 that is why

13 environmental 43 stay

14 professor 44 natural

15 eco-friendly 45 throughout

16
(좋은, 나쁜 의미로) 공헌하

다, 기여하다
46 독특한

17 물속의, 수면 밑의 47 생각해내다

18 나아지다 48 목표

19 건축, 건축학, 건축물 49 영역, 지역

20 ~근처에 50 예

21 shade 51 innovation

22 explanation 52 activity

23 prevent 53 join hands

24 be made from 54 a variety of

25 direct 55 million

26 (조각)상 56 끌다

27 ~밑에 57 그러나

28 그리고 그것은 58 기후

29 심각하게 59 시간이 흘러가면서

30 표면 60 더 적은, 덜

중3 능률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ying 죽어 가는 31 flow 흐름

2 add 추가하다, 더하다 32 field 분야

3 in addition to N ~외에도 33 material 재료, 물질

4 additional 추가적인 34 greenery 녹지 공간

5 environment 환경 35 structure 구조

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3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 creative 창의적인 37 harmony 조화

8 museum 박물관 38 away from ~로부터 떨어진

9 hopefully 바라건데 39 damage 피해를 주다

10 quality 질, 특징 40 protect 보호하다

11 contain 포함하다 41 tourist 관광객

12 save 구하다 42 that is why 그래서

13 environmental 환경적인 43 stay
머무르다; ~인 상태를 유지

하다

14 professor 교수 44 natural 자연적인

15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45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6 contribute
(좋은, 나쁜 의미로) 공헌하

다, 기여하다
46 unique 독특한

17 underwater 물속의, 수면 밑의 4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8 get better 나아지다 48 goal 목표

19 architecture 건축, 건축학, 건축물 49 area 영역, 지역

20 near ~근처에 50 example 예

21 shade 그늘 51 innovation 혁신

22 explanation 설명 52 activity 활동

23 prevent 막다, 방해하다 53 join hands 손을 잡다, 힘을 합치다

24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 54 a variety of 다양한

25 direct 직접적인 55 million 백만의

26 statue (조각)상 56 attract 끌다

27 below ~밑에 57 however 그러나

28 , which 그리고 그것은 58 climate 기후

29 seriously 심각하게 59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30 surface 표면 60 less 더 적은, 덜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