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urn off 끄다 31 be related to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2 save 구하다; 절약하다 32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3 protect 보호하다 33 population 개체수

4 by Ving ~함으로써 34 shrink 줄어들다

5 switch off 끄다 35 rapidly 빠르게

6 sound(동사) 들리다 36 illegal 불법적인

7 actually 사실 37 loss 손실

8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38 decrease 감소

9 species (동물의) 종 39 estimate 추정하다

10 work 작동하다 40 approximately 대략

11 feline 고양잇과의 41 recent 최근의

12 forest 숲 42 subspecies
아종(종을 다시 세분한 생

물 분류 단위)

13 despite ~에도 불구하고 43 extinct 멸종된

14 dominant 지배적인 44 in fact 사실

15 predator 포식자 45 expert 전문가

16 habitat 서식지 46 predict 예측하다

17 silently 조용히 47 disappear 사라지다

18 remain ~한 상태로 남다 48 within ~안에, ~내에

19 imagine 상상하다 49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20 ancient 고대의 50 matter(동사) 중요하다

21 must have p.p ~이었음에 틀림없다 51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22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52 after all 결국

23 wild 야생 53 human being 사람, 인간

24 worship 숭배하다 54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25 century 1세기(100년) 55 exist 존재하다

26 symbol 상징 56 food chain 먹이 사슬

27 courage 용기 57 maintain 유지하다

28 rock painting 암각화 58 prey on (~를 먹이로) 잡아먹다

29 feature(동사) 특징으로 하다 59 such as ~와 같은

30 closely 밀접하게, 면밀히 60 boar 멧돼지, 야생돼지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ithout ~없이 91 as if 마치 ~인 것 처럼

62 increase 증가하다 92 obvious 분명한

63 as a result 그 결과 93 wonder 궁금해하다

64 source 원천 94 require 요구하다

65 vegetation 초목, 식물 95 electricity 전기

66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96 more than ~이상

67 insect 곤충 97 burn 태우다

68 lose 잃어버리다 98 fossil fuel 화석연료

69 run out of ~가 부족하다 99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70 eventually 결국 100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71 entire 전체의 101 contribute 공헌하다

72 ecosystem 생태계 102 climate 기후

73 affect 영향을 주다 103 a number of 많은

74 exception 예외 104 negative 부정적인

75 rely on 의존하다 105 rise 올라가다

76 survive 살아남다 106 sea level 해수면

77 include 포함하다 107 coast 해안

78 threaten 위협하다 108 inhabit 살다, 거주하다

79 whole 전체의 109 wipe out (완전히) 파괴하다

80 planet 행성 110 reduce 줄이다

81 effort 노력 111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82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112 whenever ~할 때마다

83 umbrella species
우산 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
113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84 ecological 생태학적인 114 product 제품

85 term 용어 115 instant 즉석의

86 refer to 언급하다 116 noodle 국수

87 contain 포함하다 117 soap 비누

88 a variety of 다양한 118 palm oil 야자유

89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119 unfortunately 불행히도

90 share 공유하다 120 destroy 파괴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plantation 대농장, 플랜테이션

122 produce 만들어내다

123 sustainable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124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125 friendly 친근한

126 label 라벨, 이름표

127 involve 참여하다, 포함하다

128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129 nonprofit 비영리적인

130 organization 기관, 조직

131 creature 생명체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urn off 31 be related to

2 save 32 throughout

3 protect 33 population

4 by Ving 34 shrink

5 switch off 35 rapidly

6 sound(동사) 36 illegal

7 actually 37 loss

8 endangered 38 decrease

9 species 39 estimate

10 work 40 approximately

11 feline 41 recent

12 forest 42 subspecies

13 despite 43 extinct

14 dominant 44 in fact

15 predator 45 expert

16 habitat 46 predict

17 silently 47 disappear

18 remain 48 within

19 imagine 49 interconnected

20 ancient 50 matter(동사)

21 must have p.p 51 though(부사)

22 encounter 52 after all

23 wild 53 human being

24 worship 54 in order to V

25 century 55 exist

26 symbol 56 food chain

27 courage 57 maintain

28 rock painting 58 prey on

29 feature(동사) 59 such as

30 closely 60 boar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ithout 91 as if

62 increase 92 obvious

63 as a result 93 wonder

64 source 94 require

65 vegetation 95 electricity

66 cause(동사) 96 more than

67 insect 97 burn

68 lose 98 fossil fuel

69 run out of 99 carbon dioxide

70 eventually 100 release

71 entire 101 contribute

72 ecosystem 102 climate

73 affect 103 a number of

74 exception 104 negative

75 rely on 105 rise

76 survive 106 sea level

77 include 107 coast

78 threaten 108 inhabit

79 whole 109 wipe out

80 planet 110 reduce

81 effort 111 keep Ving

82 consider 112 whenever

83 umbrella species 113 popular

84 ecological 114 product

85 term 115 instant

86 refer to 116 noodle

87 contain 117 soap

88 a variety of 118 palm oil

89 conserve 119 unfortunately

90 share 120 destroy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plantation

122 produce

123 sustainable

124 environmentally

125 friendly

126 label

127 involve

128 volunteer

129 nonprofit

130 organization

131 creatur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oss 31 effort

2 reduce 32 involve

3 by Ving 33 switch off

4 maintain 34 matter(동사)

5 approximately 35 save

6 insect 36 climate

7 turn off 37 threaten

8 symbol 38 subspecies

9 lose 39 nonprofit

10 in fact 40 contain

11 ancient 41 organization

12 include 42 wonder

13 as a result 43 noodle

14 survive 44 closely

15 forest 45 burn

16 decrease 46 electricity

17 volunteer 47 within

18 illegal 48 release

19 protect 49 shrink

20 interconnected 50 share

21 boar 51 fossil fuel

22 source 52 habitat

23 species 53 imagine

24 umbrella species 54 rely on

25 encounter 55 creature

26 century 56 environmentally

27 extinct 57 friendly

28 endangered 58 expert

29 exception 59 without

30 disappear 60 requir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손실 31 노력

2 줄이다 32 참여하다, 포함하다

3 ~함으로써 33 끄다

4 유지하다 34 중요하다

5 대략 35 구하다; 절약하다

6 곤충 36 기후

7 끄다 37 위협하다

8 상징 38
아종(종을 다시 세분한 생

물 분류 단위)

9 잃어버리다 39 비영리적인

10 사실 40 포함하다

11 고대의 41 기관, 조직

12 포함하다 42 궁금해하다

13 그 결과 43 국수

14 살아남다 44 밀접하게, 면밀히

15 숲 45 태우다

16 감소 46 전기

17 자원봉사하다 47 ~안에, ~내에

18 불법적인 48 내보내다, 방출하다

19 보호하다 49 줄어들다

20 서로 연결된 50 공유하다

21 멧돼지, 야생돼지 51 화석연료

22 원천 52 서식지

23 (동물의) 종 53 상상하다

24
우산 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
54 의존하다

25 (우연히) 마주치다 55 생명체

26 1세기(100년) 56 환경적으로

27 멸종된 57 친근한

28 멸종 위기에 처한 58 전문가

29 예외 59 ~없이

30 사라지다 60 요구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oss 31 effort

2 reduce 32 involve

3 by Ving 33 switch off

4 maintain 34 matter(동사)

5 approximately 35 save

6 곤충 36 기후

7 끄다 37 위협하다

8 상징 38
아종(종을 다시 세분한 생

물 분류 단위)

9 잃어버리다 39 비영리적인

10 사실 40 포함하다

11 ancient 41 organization

12 include 42 wonder

13 as a result 43 noodle

14 survive 44 closely

15 forest 45 burn

16 감소 46 전기

17 자원봉사하다 47 ~안에, ~내에

18 불법적인 48 내보내다, 방출하다

19 보호하다 49 줄어들다

20 서로 연결된 50 공유하다

21 boar 51 fossil fuel

22 source 52 habitat

23 species 53 imagine

24 umbrella species 54 rely on

25 encounter 55 creature

26 1세기(100년) 56 환경적으로

27 멸종된 57 친근한

28 멸종 위기에 처한 58 전문가

29 예외 59 ~없이

30 사라지다 60 요구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oss 손실 31 effort 노력

2 reduce 줄이다 32 involve 참여하다, 포함하다

3 by Ving ~함으로써 33 switch off 끄다

4 maintain 유지하다 34 matter(동사) 중요하다

5 approximately 대략 35 save 구하다; 절약하다

6 insect 곤충 36 climate 기후

7 turn off 끄다 37 threaten 위협하다

8 symbol 상징 38 subspecies
아종(종을 다시 세분한 생

물 분류 단위)

9 lose 잃어버리다 39 nonprofit 비영리적인

10 in fact 사실 40 contain 포함하다

11 ancient 고대의 41 organization 기관, 조직

12 include 포함하다 42 wonder 궁금해하다

13 as a result 그 결과 43 noodle 국수

14 survive 살아남다 44 closely 밀접하게, 면밀히

15 forest 숲 45 burn 태우다

16 decrease 감소 46 electricity 전기

17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47 within ~안에, ~내에

18 illegal 불법적인 48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19 protect 보호하다 49 shrink 줄어들다

20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50 share 공유하다

21 boar 멧돼지, 야생돼지 51 fossil fuel 화석연료

22 source 원천 52 habitat 서식지

23 species (동물의) 종 53 imagine 상상하다

24 umbrella species
우산 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
54 rely on 의존하다

25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55 creature 생명체

26 century 1세기(100년) 56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27 extinct 멸종된 57 friendly 친근한

28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58 expert 전문가

29 exception 예외 59 without ~없이

30 disappear 사라지다 60 require 요구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