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 green 친환경적으로 살다[하다] 31 place 놓다, 두다

2 seem to 동사원형 ~인 것 같다 32 pavement 인도, 보도

3 all the rages 엄청나게 유행하는 33 available 이용 할 수 있는

4 phrase 구 34 attract 끌다

5 promote
촉진하다, 홍보하다, 승진

시키다
35 transparent 투명한

6 eco-friendly 환경친화적인 36 reveal 드러내다

7 make sense 이치에 맞다 37 content
내용물, 내용, 만족하는, 만

족시키다

8 harm 피해를 입히다 38 help oneself to 마음껏 ~하다[쓰다]

9 environment (주변의) 환경, (자연) 환경 39 container 용기, 그릇

10 unplug 플러그를 뽑다 40 Dutch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의

11 neighborhood 이웃 41 reduce 줄이다

12 shut 닫다 42 landfill 쓰레기 매립지

13 on 켜있는 43 organization 기구

14 probably 아마도 44 agriculture 농업

15 innovator 혁신가 45 production 생산

16 simple 단순한, 간단한 46 annually 매 해, 일 년에 한 번

17 take on ~을 맡다 47 around 약

18 challenge 과제, 도전 48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19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49 tackle
다루다, 씨름하다, 태클하

다, 공을 뺏다

20 brilliant 훌륭한, 멋진 50 local 지역의

21 reuse 재사용하다 51 scale 규모, 저울, (생선의) 비늘

22 oldie but goodie 낡았지만 좋은 것 52 platform 플랫폼

23 chances are ~ 아마 ~일 것이다 53 distribute 나누어 주다

24 eventually 결국 54 share 나누다

25 throw away 버리다, 없애다 55 basic
기본[근본]적인, (수준이)

기초적인

26 useful 유용한 56 pass ~ on to ...
...에게 ~을 넘겨주다[전달

하다]

27 second-hand 중고의, 간접적인 57 concept 개념

28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58 disposable 일회용의

29 be filled with ~로 가득하다 59 convenient 편리한

30 usable
(상태가 괜찮아서) 사용 가

능한
60 not necessarily 반드시[꼭] ~은 아닌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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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ssive 대량의 91 overnight 밤사이에, 하룻밤 동안

62 source 원천 92 aware of ~을 지각한, 깨달은

63 over ~이상의 93 awareness 인식, 의식

64 dispose of ~을 처리하다, 없애다 94 activist 운동가, 활동가

65 drive
운전하다, (특정 행동을 하

도록) 만들다
95 adopt

입양하다, (특정 방식을) 쓰

다, 취하다

66 novel 소설, 새로운, 신기한 96 task 일, 과제, 과업

6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97 slightly 약간

68 edible 먹을 수 있는 98 electronics 전자 공학, 전자 장치

69 form 형성하다 99 add up to 결국 ~가 되다

70 structure 구조 100 manage 관리하다

71 layer 층 101 especially 특별히, 유난히

72 hold 들다 102 actually 실제로

73 soaked 흠뻑 젖은 103 resource 자원

74 mess 지저분한 것 104 mine 광산, 채굴하다

75 treat 대접, 간식 105 urban 도시의

76 consume 소모하다, 먹다 106 copper 구리

77 photocopy 복사물 107 steel 강철

78 strategy 전략 108 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79 focus on ~에 중점을 두다 109 product 제품

80 already 이미 110 purchase 구입하다

81 take it a step further 한걸음 더 나아가다 111 solution 해결책

82 tiny 매우 작은 112 contain 포함하다

83 font 서체 113 recoverable 되찾을 수 있는

84 efficient 효율적인 114 material 재료, 물질

85 traditional 전통적인 115 potential 잠재적인

86 ruin 망치다 116 point of view 관점, 시각

87 readability 가독성 117 issue 문제, (잡지, 신문 등의) 호

88 brilliance 광명, 탁월함 118 lower 낮추다, 줄이다

89 perspective 관점, 시각, 전망 119 ecological 생태계의

90 entire 전체의 120 transport 수송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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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environmental 환경적인

122 decrease 감소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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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 green 31 place

2 seem to 동사원형 32 pavement

3 all the rages 33 available

4 phrase 34 attract

5 promote 35 transparent

6 eco-friendly 36 reveal

7 make sense 37 content

8 harm 38 help oneself to

9 environment 39 container

10 unplug 40 Dutch

11 neighborhood 41 reduce

12 shut 42 landfill

13 on 43 organization

14 probably 44 agriculture

15 innovator 45 production

16 simple 46 annually

17 take on 47 around

18 challenge 48 found

19 come up with 49 tackle

20 brilliant 50 local

21 reuse 51 scale

22 oldie but goodie 52 platform

23 chances are 53 distribute

24 eventually 54 share

25 throw away 55 basic

26 useful 56 pass ~ on to ...

27 second-hand 57 concept

28 otherwise 58 disposable

29 be filled with 59 convenient

30 usable 60 not necessarily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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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ssive 91 overnight

62 source 92 aware of

63 over 93 awareness

64 dispose of 94 activist

65 drive 95 adopt

66 novel 96 task

67 come up with 97 slightly

68 edible 98 electronics

69 form 99 add up to

70 structure 100 manage

71 layer 101 especially

72 hold 102 actually

73 soaked 103 resource

74 mess 104 mine

75 treat 105 urban

76 consume 106 copper

77 photocopy 107 steel

78 strategy 108 manufacture

79 focus on 109 product

80 already 110 purchase

81 take it a step further 111 solution

82 tiny 112 contain

83 font 113 recoverable

84 efficient 114 material

85 traditional 115 potential

86 ruin 116 point of view

87 readability 117 issue

88 brilliance 118 lower

89 perspective 119 ecological

90 entire 120 transport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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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environmental

122 decrease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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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uin 31 electronics

2 usable 32 convenient

3 add up to 33 source

4 actually 34 phrase

5 help oneself to 35 focus on

6 content 36 come up with

7 probably 37 entire

8 distribute 38 adopt

9 agriculture 39 throw away

10 reveal 40 tackle

11 take on 41 production

12 purchase 42 annually

13 perspective 43 unplug

14 task 44 pass ~ on to ...

15 photocopy 45 on

16 found 46 environmental

17 scale 47 copper

18 place 48 local

19 consume 49 novel

20 innovator 50 drive

21 transport 51 tiny

22 overnight 52 reduce

23 activist 53 efficient

24 solution 54 decrease

25 concept 55 urban

26 Dutch 56 soaked

27 brilliant 57 disposable

28 manage 58 manufacture

29 awareness 59 landfill

30 all the rages 60 font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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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망치다 31 전자 공학, 전자 장치

2
(상태가 괜찮아서) 사용 가

능한
32 편리한

3 결국 ~가 되다 33 원천

4 실제로 34 구

5 마음껏 ~하다[쓰다] 35 ~에 중점을 두다

6
내용물, 내용, 만족하는, 만

족시키다
36 생각해내다

7 아마도 37 전체의

8 나누어 주다 38
입양하다, (특정 방식을) 쓰

다, 취하다

9 농업 39 버리다, 없애다

10 드러내다 40
다루다, 씨름하다, 태클하

다, 공을 뺏다

11 ~을 맡다 41 생산

12 구입하다 42 매 해, 일 년에 한 번

13 관점, 시각, 전망 43 플러그를 뽑다

14 일, 과제, 과업 44
...에게 ~을 넘겨주다[전달

하다]

15 복사물 45 켜있는

16 설립하다, 세우다 46 환경적인

17 규모, 저울, (생선의) 비늘 47 구리

18 놓다, 두다 48 지역의

19 소모하다, 먹다 49 소설, 새로운, 신기한

20 혁신가 50
운전하다, (특정 행동을 하

도록) 만들다

21 수송하다 51 매우 작은

22 밤사이에, 하룻밤 동안 52 줄이다

23 운동가, 활동가 53 효율적인

24 해결책 54 감소하다

25 개념 55 도시의

26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의 56 흠뻑 젖은

27 훌륭한, 멋진 57 일회용의

28 관리하다 58 제조하다, 생산하다

29 인식, 의식 59 쓰레기 매립지

30 엄청나게 유행하는 60 서체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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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uin 31 electronics

2 usable 32 convenient

3 add up to 33 source

4 actually 34 phrase

5 help oneself to 35 focus on

6
내용물, 내용, 만족하는, 만

족시키다
36 생각해내다

7 아마도 37 전체의

8 나누어 주다 38
입양하다, (특정 방식을) 쓰

다, 취하다

9 농업 39 버리다, 없애다

10 드러내다 40
다루다, 씨름하다, 태클하

다, 공을 뺏다

11 take on 41 production

12 purchase 42 annually

13 perspective 43 unplug

14 task 44 pass ~ on to ...

15 photocopy 45 on

16 설립하다, 세우다 46 환경적인

17 규모, 저울, (생선의) 비늘 47 구리

18 놓다, 두다 48 지역의

19 소모하다, 먹다 49 소설, 새로운, 신기한

20 혁신가 50
운전하다, (특정 행동을 하

도록) 만들다

21 transport 51 tiny

22 overnight 52 reduce

23 activist 53 efficient

24 solution 54 decrease

25 concept 55 urban

26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의 56 흠뻑 젖은

27 훌륭한, 멋진 57 일회용의

28 관리하다 58 제조하다, 생산하다

29 인식, 의식 59 쓰레기 매립지

30 엄청나게 유행하는 60 서체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uin 망치다 31 electronics 전자 공학, 전자 장치

2 usable
(상태가 괜찮아서) 사용 가

능한
32 convenient 편리한

3 add up to 결국 ~가 되다 33 source 원천

4 actually 실제로 34 phrase 구

5 help oneself to 마음껏 ~하다[쓰다] 35 focus on ~에 중점을 두다

6 content
내용물, 내용, 만족하는, 만

족시키다
36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7 probably 아마도 37 entire 전체의

8 distribute 나누어 주다 38 adopt
입양하다, (특정 방식을) 쓰

다, 취하다

9 agriculture 농업 39 throw away 버리다, 없애다

10 reveal 드러내다 40 tackle
다루다, 씨름하다, 태클하

다, 공을 뺏다

11 take on ~을 맡다 41 production 생산

12 purchase 구입하다 42 annually 매 해, 일 년에 한 번

13 perspective 관점, 시각, 전망 43 unplug 플러그를 뽑다

14 task 일, 과제, 과업 44 pass ~ on to ...
...에게 ~을 넘겨주다[전달

하다]

15 photocopy 복사물 45 on 켜있는

16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46 environmental 환경적인

17 scale 규모, 저울, (생선의) 비늘 47 copper 구리

18 place 놓다, 두다 48 local 지역의

19 consume 소모하다, 먹다 49 novel 소설, 새로운, 신기한

20 innovator 혁신가 50 drive
운전하다, (특정 행동을 하

도록) 만들다

21 transport 수송하다 51 tiny 매우 작은

22 overnight 밤사이에, 하룻밤 동안 52 reduce 줄이다

23 activist 운동가, 활동가 53 efficient 효율적인

24 solution 해결책 54 decrease 감소하다

25 concept 개념 55 urban 도시의

26 Dutch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의 56 soaked 흠뻑 젖은

27 brilliant 훌륭한, 멋진 57 disposable 일회용의

28 manage 관리하다 58 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29 awareness 인식, 의식 59 landfill 쓰레기 매립지

30 all the rages 엄청나게 유행하는 60 font 서체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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