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da 탄산음료 31 heart disease 심장병

2 such as ~와 같은 32 diabetes 당뇨병

3 refreshing 신선한, 산뜻한 33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4 satisfy 해소하다, 만족시키다 34 artificial 인공적인

5 thirst 목마름 35 sweetener 감미료

6 soft drink 탄산음료 36 provide 제공하다

7 carbonation 탄산 37 according to ~에 따르면

8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38 recent 최근의

9 consume 먹다, 소비하다 39 gain weight 살찌다

10 per ~당 40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1 British 영국인 41 in addition 게다가

12 문장 맨 앞 Of ~ 중에서 42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13 due to ~때문에 43 headache 두통

14 ingredient 성분, 재료 44 emotional 정서적인

15 be loaded with ~로 가득차다 45 disorder 장애, 질병

16 amount 양 46 acid (화학) 산

17 typical 일반적인 47 several 몇몇의

18 contain 포함하다 48 chemical 화학적인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 기구 49 substance 물질, 성분

20 recommend 추천하다 50 produce 만들어내다

21 less than ~이하 51 sharp 날카로운, 톡 쏘는

22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52 flavor 맛

23 intake 섭취 53 delay 늦추다, 지연시키다

24 exceed 초과하다 54 growth 성장

25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

로
55 , which 그리고 그것은

26 extra 추가의 56 extend 늘리다

27 add 추가하다, 더하다 57 expiration date 유통 기한

28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58 product 제품

29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59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30 obesity 비만 60 ability 능력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bsorb 흡수하다 91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62 calcium 칼슘 92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63 bone 뼈 93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64 softening 연화(부드럽게 되는 것) 94 consumption 소비, 섭취

65 occur 발생하다 95 kidney 콩팥, 신장

66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96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67 stomach acid 위산 97 perhaps 아마도

68 digestion 소화 98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69 block(동사) 막다 99 quit 그만두다

70 nutrient 영양분 100 altogether 완전히

71 absorption 흡수 101 sound(동사) 들리다

72 furthermore 게다가 102 cut down ~을 줄이다

73 enamel 에나멜 103 gradually 점차적으로

74 protect 보호하다 104 boost(명사) 증진, 신장

75 regularly 정기적으로 105 a slice of 한 조각의

76 decay 썩다 106 period 기간

77 caffeine 카페인 107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78 likely 아마도 108 head(동사) ~를 향해가다

79 especially 특히 109 direction 방향

80
carbonated energy
drinks

탄산 에너지 음료

81 awake 깨어있는

82 bring about 초래하다

83 irregular 불규칙적인

84 heartbeat 심장박동

85 affect 영향을 주다

86 nervous 초조한, 불안해 하는

87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88 attract 끌다

89 consumer 소비자

90 by Ving ~함으로써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da 31 heart disease

2 such as 32 diabetes

3 refreshing 33 replace A with B

4 satisfy 34 artificial

5 thirst 35 sweetener

6 soft drink 36 provide

7 carbonation 37 according to

8 all over the world 38 recent

9 consume 39 gain weight

10 per 40 keep Ving

11 British 41 in addition

12 문장 맨 앞 Of 42 generate

13 due to 43 headache

14 ingredient 44 emotional

15 be loaded with 45 disorder

16 amount 46 acid

17 typical 47 several

18 contain 48 chemical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49 substance

20 recommend 50 produce

21 less than 51 sharp

22 therefore 52 flavor

23 intake 53 delay

24 exceed 54 growth

25 what is worse 55 , which

26 extra 56 extend

27 add 57 expiration date

28 over time 58 product

29 lead to 59 interfere with

30 obesity 60 ability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bsorb 91 natural

62 calcium 92 not ~ at all

63 bone 93 excessive

64 softening 94 consumption

65 occur 95 kidney

66 interact with 96 ADHD

67 stomach acid 97 perhaps

68 digestion 98 stop Ving

69 block(동사) 99 quit

70 nutrient 100 altogether

71 absorption 101 sound(동사)

72 furthermore 102 cut down

73 enamel 103 gradually

74 protect 104 boost(명사)

75 regularly 105 a slice of

76 decay 106 period

77 caffeine 107 once(접속사)

78 likely 108 head(동사)

79 especially 109 direction

80
carbonated energy
drinks

81 awake

82 bring about

83 irregular

84 heartbeat

85 affect

86 nervous

87 keep O from Ving

88 attract

89 consumer

90 by Ving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otional 31
World Health
Organization

2 gradually 32 protect

3 be loaded with 33 what is worse

4 acid 34 according to

5 over time 35 affect

6 altogether 36 add

7 ability 37 diabetes

8 boost(명사) 38 extend

9 flavor 39 excessive

10 stomach acid 40 nervous

11 product 41 by Ving

12 quit 42 due to

13 bring about 43 digestion

14 British 44 ADHD

15 heartbeat 45 intake

16 obesity 46 delay

17 once(접속사) 47 keep Ving

18 stop Ving 48 per

19 softening 49 growth

20 especially 50 natural

21 soft drink 51 replace A with B

22 headache 52 exceed

23 bone 53 interfere with

24 ingredient 54 in addition

25 interact with 55 awake

26 thirst 56 occur

27 artificial 57
carbonated energy
drinks

28 enamel 58 chemical

29 typical 59 consumption

30 contain 60 soda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정서적인 31 세계 보건 기구

2 점차적으로 32 보호하다

3 ~로 가득차다 33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

로

4 (화학) 산 34 ~에 따르면

5 시간이 흘러가면서 35 영향을 주다

6 완전히 36 추가하다, 더하다

7 능력 37 당뇨병

8 증진, 신장 38 늘리다

9 맛 39 과도한, 지나친

10 위산 40 초조한, 불안해 하는

11 제품 41 ~함으로써

12 그만두다 42 ~때문에

13 초래하다 43 소화

14 영국인 4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15 심장박동 45 섭취

16 비만 46 늦추다, 지연시키다

17 일단 ~ 하면 47 계속해서 ~하다

18 ~하던 것을 멈추다 48 ~당

19 연화(부드럽게 되는 것) 49 성장

20 특히 50 자연스러운, 당연한

21 탄산음료 51 A를 B로 교체하다

22 두통 52 초과하다

23 뼈 53 ~를 방해하다

24 성분, 재료 54 게다가

25 ~와 상호작용하다 55 깨어있는

26 목마름 56 발생하다

27 인공적인 57 탄산 에너지 음료

28 에나멜 58 화학적인

29 일반적인 59 소비, 섭취

30 포함하다 60 탄산음료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otional 31
World Health
Organization

2 gradually 32 protect

3 be loaded with 33 what is worse

4 acid 34 according to

5 over time 35 affect

6 완전히 36 추가하다, 더하다

7 능력 37 당뇨병

8 증진, 신장 38 늘리다

9 맛 39 과도한, 지나친

10 위산 40 초조한, 불안해 하는

11 product 41 by Ving

12 quit 42 due to

13 bring about 43 digestion

14 British 44 ADHD

15 heartbeat 45 intake

16 비만 46 늦추다, 지연시키다

17 일단 ~ 하면 47 계속해서 ~하다

18 ~하던 것을 멈추다 48 ~당

19 연화(부드럽게 되는 것) 49 성장

20 특히 50 자연스러운, 당연한

21 soft drink 51 replace A with B

22 headache 52 exceed

23 bone 53 interfere with

24 ingredient 54 in addition

25 interact with 55 awake

26 목마름 56 발생하다

27 인공적인 57 탄산 에너지 음료

28 에나멜 58 화학적인

29 일반적인 59 소비, 섭취

30 포함하다 60 탄산음료

YBM(한상호) 영어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otional 정서적인 31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 기구

2 gradually 점차적으로 32 protect 보호하다

3 be loaded with ~로 가득차다 33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

로

4 acid (화학) 산 34 according to ~에 따르면

5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35 affect 영향을 주다

6 altogether 완전히 36 add 추가하다, 더하다

7 ability 능력 37 diabetes 당뇨병

8 boost(명사) 증진, 신장 38 extend 늘리다

9 flavor 맛 39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10 stomach acid 위산 40 nervous 초조한, 불안해 하는

11 product 제품 41 by Ving ~함으로써

12 quit 그만두다 42 due to ~때문에

13 bring about 초래하다 43 digestion 소화

14 British 영국인 44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15 heartbeat 심장박동 45 intake 섭취

16 obesity 비만 46 delay 늦추다, 지연시키다

17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47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8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48 per ~당

19 softening 연화(부드럽게 되는 것) 49 growth 성장

20 especially 특히 50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21 soft drink 탄산음료 51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22 headache 두통 52 exceed 초과하다

23 bone 뼈 53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24 ingredient 성분, 재료 54 in addition 게다가

25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55 awake 깨어있는

26 thirst 목마름 56 occur 발생하다

27 artificial 인공적인 57
carbonated energy
drinks

탄산 에너지 음료

28 enamel 에나멜 58 chemical 화학적인

29 typical 일반적인 59 consumption 소비, 섭취

30 contain 포함하다 60 soda 탄산음료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