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peror penguins 황제 펭귄 31 habitat 서식지

2 endanger 위험에 빠뜨리다 32 primary 제1의, 최조의, 주된

3 endangered 멸종위기의 33 basin 세면기, 웅덩이, 분지

4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34 limited 제한된, 한정된

5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있는 35 access 접근, 접속, 접속하다

6 threaten 위협하다 36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7 hold
보유하다, 쥐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주장하다
37 eventually 결국, 마침내

8 wildlife
야생동물, 야생생물, 야생

생물의
38 the face of the earth 지표면

9 artificial 인공적인 39 be sure to R 반드시 ~하다

10 lot (한 구획의) 땅 40 charge 청구하다

11 phrase
구, 문구, 관용구, 말솜씨,

말하다
41 extra 추가분

12 so that ~하도록, ~하기 위해 42 light bulb 전구

13 illegally 불법적으로 43 energy-saving 에너지 절약의

14 fin 지느러미 44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15 shame
부끄럼, 수치, 유감, 창피 주

다, 부끄러워하게 하다
45 packaging 포장

16 definitely 한정적으로, 명확히 46 a couple of 두어 개의

17 post 게시하다 47 palm oil 야자유

18 catchy
인기 끌 것 같은, 외우기 쉬

운, 현혹되기 쉬운
48 threat 위협

19 yellow dust 황사 49 rescue 구조(하다)

20 air pollution mask
대기 오염 마스크[황사 마

스크]
50 island 섬

21
fine dust
concentration

미세먼지농도 51 tiny 작은

22 concentration 집중, 농축, 농도 52 bundle 꾸러미, 묶음

23 originate from ~로부터 생겨나다 53 those who ~하는 사람들

24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54 missing 사라진, 실종된

25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55 stomach 배

26 disrupt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파

괴하다
56 hair 털

27 currently 현재, 일반적으로 57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28 series
일련, 연속물[단수/복수 동

형]
58 grip(명사) 쥠, 잡는 힘

29 classify 분류하다 59 let go 풀어놓다, 놓아주다

30 due to ~에 기인해, ~ 때문에 60 director 우두머리, 장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hop (잘게) 썰다 91 at this rate 이런 상태로 가면

62 probably 아마도 92 extinct 멸종된

63 separate 분리하다, 떼어내다 93 less than ~이하

64 drive A out of B B로부터 A를 쫓아내다 94 may have p.p
(과거사실) ~이었을 지도

모른다

65 destroy 파괴하다 95 almost 거의

66 make way for
자리를 내어주다, 길을 열

어주다
96 certainly 분명히

67 plantation 대농장 97 come into contact 접촉하다

68 weak 약한 98 multiple 다수의, 복수의

69 likely(부사) 아마도 99 derive 얻다

70 in search of ~를 찾아서 100 palm fruit 야자 열매

71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101 consumer goods 소비재

72 fit(동사) 적합하다, 맞다 102 packaged foods 포장 식품

73 wild(명사) 야생 103 product 제품

74 exclusively 오로지 ~에서만 104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75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105 currently 최근에, 현재

76 ground zero 시작점, 중심점 106 consumption 소비

77 controversial 논란거리가 되는 107 decade 10년

78 rapidly 빠르게 108 demand(명사) 수요

79 industry 산업 109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80 cultivation 경작, 재배 110 ban 금지하다

81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11 trans fat 트렌스지방

82 survival 생존 112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83 gravely 상당히, 중대하게 113 alternative 대안

84 rainforest 열대우림 114 expert 전문가

85 production 생산 115 loss 손실

86 deforestation 삼림 벌채 116 extinction 멸종

87 reduce 줄이다 117 species (동물의) 종

88 habitat 서식지 118 relative(명사) 친척

89 in turn 차례로 119 out of ~로, ~에서

90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120 unfortunately 불행히도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rticle (신문 등의) 기사

122 be familiar with ~와 친근하다

123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124 on a daily basis 매일 매일

125 cleaning agent 세(정)제

126 face(동사) 직면하다

127 if ~인지 아닌지

12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29 avoid 피하다

130 adopt 입양하다

131 sound(동사) 들리다

132 donate 기부하다

133 fortune (큰) 재산, 돈

134 per ~당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peror penguins 31 habitat

2 endanger 32 primary

3 endangered 33 basin

4 have no idea 34 limited

5 curious 35 access

6 threaten 36 take action

7 hold 37 eventually

8 wildlife 38 the face of the earth

9 artificial 39 be sure to R

10 lot 40 charge

11 phrase 41 extra

12 so that 42 light bulb

13 illegally 43 energy-saving

14 fin 44 as for

15 shame 45 packaging

16 definitely 46 a couple of

17 post 47 palm oil

18 catchy 48 threat

19 yellow dust 49 rescue

20 air pollution mask 50 island

21
fine dust
concentration

51 tiny

22 concentration 52 bundle

23 originate from 53 those who

24 in that case 54 missing

25 soil pollution 55 stomach

26 disrupt 56 hair

27 currently 57 incredibly

28 series 58 grip(명사)

29 classify 59 let go

30 due to 60 director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hop 91 at this rate

62 probably 92 extinct

63 separate 93 less than

64 drive A out of B 94 may have p.p

65 destroy 95 almost

66 make way for 96 certainly

67 plantation 97 come into contact

68 weak 98 multiple

69 likely(부사) 99 derive

70 in search of 100 palm fruit

71 encounter 101 consumer goods

72 fit(동사) 102 packaged foods

73 wild(명사) 103 product

74 exclusively 104 efficient

75 happen to V 105 currently

76 ground zero 106 consumption

77 controversial 107 decade

78 rapidly 108 demand(명사)

79 industry 109 throughout

80 cultivation 110 ban

81 although 111 trans fat

82 survival 112 by no means

83 gravely 113 alternative

84 rainforest 114 expert

85 production 115 loss

86 deforestation 116 extinction

87 reduce 117 species

88 habitat 118 relative(명사)

89 in turn 119 out of

90 cause(동사) 120 unfortunately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article

122 be familiar with

123 even though

124 on a daily basis

125 cleaning agent

126 face(동사)

127 if

128 try to V

129 avoid

130 adopt

131 sound(동사)

132 donate

133 fortune

134 per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roversial 31 limited

2 drive A out of B 32 trans fat

3 article 33 rainforest

4 catchy 34 less than

5 face(동사) 35 in turn

6 chop 36 encounter

7 industry 37 gravely

8 palm oil 38 so that

9 currently 39 cause(동사)

10 fortune 40 cleaning agent

11 avoid 41 director

12
fine dust
concentration

42 grip(명사)

13 cultivation 43 ban

14 illegally 44 expert

15 definitely 45 rescue

16 palm fruit 46 consumption

17 rapidly 47 light bulb

18 decade 48 fin

19 wild(명사) 49 basin

20 derive 50 the face of the earth

21 as for 51 per

22 yellow dust 52 come into contact

23 may have p.p 53 threat

24 currently 54 island

25 charge 55 hair

26 loss 56 adopt

27 tiny 57 concentration

28 extinction 58 missing

29 due to 59 weak

30 destroy 60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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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논란거리가 되는 31 제한된, 한정된

2 B로부터 A를 쫓아내다 32 트렌스지방

3 (신문 등의) 기사 33 열대우림

4
인기 끌 것 같은, 외우기 쉬

운, 현혹되기 쉬운
34 ~이하

5 직면하다 35 차례로

6 (잘게) 썰다 36 (우연히) 마주치다

7 산업 37 상당히, 중대하게

8 야자유 38 ~하도록, ~하기 위해

9 최근에, 현재 39 야기하다, 초래하다

10 (큰) 재산, 돈 40 세(정)제

11 피하다 41 우두머리, 장

12 미세먼지농도 42 쥠, 잡는 힘

13 경작, 재배 43 금지하다

14 불법적으로 44 전문가

15 한정적으로, 명확히 45 구조(하다)

16 야자 열매 46 소비

17 빠르게 47 전구

18 10년 48 지느러미

19 야생 49 세면기, 웅덩이, 분지

20 얻다 50 지표면

21 ~에 대해 말하자면 51 ~당

22 황사 52 접촉하다

23
(과거사실) ~이었을 지도

모른다
53 위협

24 현재, 일반적으로 54 섬

25 청구하다 55 털

26 손실 56 입양하다

27 작은 57 집중, 농축, 농도

28 멸종 58 사라진, 실종된

29 ~에 기인해, ~ 때문에 59 약한

30 파괴하다 60 효율적인, 능률적인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roversial 31 limited

2 drive A out of B 32 trans fat

3 article 33 rainforest

4 catchy 34 less than

5 face(동사) 35 in turn

6 (잘게) 썰다 36 (우연히) 마주치다

7 산업 37 상당히, 중대하게

8 야자유 38 ~하도록, ~하기 위해

9 최근에, 현재 39 야기하다, 초래하다

10 (큰) 재산, 돈 40 세(정)제

11 avoid 41 director

12
fine dust
concentration

42 grip(명사)

13 cultivation 43 ban

14 illegally 44 expert

15 definitely 45 rescue

16 야자 열매 46 소비

17 빠르게 47 전구

18 10년 48 지느러미

19 야생 49 세면기, 웅덩이, 분지

20 얻다 50 지표면

21 as for 51 per

22 yellow dust 52 come into contact

23 may have p.p 53 threat

24 currently 54 island

25 charge 55 hair

26 손실 56 입양하다

27 작은 57 집중, 농축, 농도

28 멸종 58 사라진, 실종된

29 ~에 기인해, ~ 때문에 59 약한

30 파괴하다 60 효율적인, 능률적인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roversial 논란거리가 되는 31 limited 제한된, 한정된

2 drive A out of B B로부터 A를 쫓아내다 32 trans fat 트렌스지방

3 article (신문 등의) 기사 33 rainforest 열대우림

4 catchy
인기 끌 것 같은, 외우기 쉬

운, 현혹되기 쉬운
34 less than ~이하

5 face(동사) 직면하다 35 in turn 차례로

6 chop (잘게) 썰다 36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7 industry 산업 37 gravely 상당히, 중대하게

8 palm oil 야자유 38 so that ~하도록, ~하기 위해

9 currently 최근에, 현재 39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10 fortune (큰) 재산, 돈 40 cleaning agent 세(정)제

11 avoid 피하다 41 director 우두머리, 장

12
fine dust
concentration

미세먼지농도 42 grip(명사) 쥠, 잡는 힘

13 cultivation 경작, 재배 43 ban 금지하다

14 illegally 불법적으로 44 expert 전문가

15 definitely 한정적으로, 명확히 45 rescue 구조(하다)

16 palm fruit 야자 열매 46 consumption 소비

17 rapidly 빠르게 47 light bulb 전구

18 decade 10년 48 fin 지느러미

19 wild(명사) 야생 49 basin 세면기, 웅덩이, 분지

20 derive 얻다 50 the face of the earth 지표면

21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51 per ~당

22 yellow dust 황사 52 come into contact 접촉하다

23 may have p.p
(과거사실) ~이었을 지도

모른다
53 threat 위협

24 currently 현재, 일반적으로 54 island 섬

25 charge 청구하다 55 hair 털

26 loss 손실 56 adopt 입양하다

27 tiny 작은 57 concentration 집중, 농축, 농도

28 extinction 멸종 58 missing 사라진, 실종된

29 due to ~에 기인해, ~ 때문에 59 weak 약한

30 destroy 파괴하다 60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