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 to mind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나

다
31 major 주요한

2 probably 아마도 32 concern
1. 걱정거리 2. 관심사 3. 관

련되다 4. 걱정하다 5. 관심

3 substance
1. 물질 2. 실체 3. 본질, 핵

심
33 around the world 세계의

4 even so 그렇다 해도 34 set out 출발하다

5 waste 낭비하다 35 dawn 새벽

6 running water 수돗물 36 source 원천

7 used to
1. (전에는) ~이었다 2. ~하

곤 했다
37 involve

1. 포함하다, 필요로 하다

2. 관련시키다 3. 참여시키

8 lack
1. 부족하다, ~이 없다 2.

부족, 결핍
38 cliff 절벽

9 hence 그래서, 그러므로 39 skip
1. 거르다 2. 깡충깡충 뛰다

3. 건너뛰다, 생략하다 4.

10 relieve oneself 볼 일을 보다 40 spring
1. 샘 2. 봄 3. 생기 4. 용수

철, 스프링 5. (갑자기) 뛰어

11 close to ~의 근처에, ~에 가까운 41 reach
1. ~에 도착하다 2. (수준

등에) 이르다 3. (손 등을)

12 embarrassing 난처한, 당황스러운 42 find out 깨닫다, 알아내다

13 stand guard 망을 보다, 보초를 서다 43 all day 하루 종일

14 so that ~하기 위해서 44 fill up 채우다

15 nearby 근처의, 가까이에 있는 45 pot 항아리

16 resident 거주자, 주민 46 closest 가장 가까운

17 notice
1. 알아차리다 2. 주목하다

3. 통지하다 4. 통지문 5. 알
47 nearly 거의

18 yell 소리치다, 고함치다 48 access to ~로의 접근

19 beg 간청하다, 간절히 바라다 49 in the past decade 과거[지난] 10년 동안

20 miss
1. 빠지다 2. 그리워하다 3.

놓치다
50 die from ~으로 죽다

21 several 몇몇의 51 waterborne
수인성의, 물에 의해 퍼지

는

22 torment 골칫거리, 고통 52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 대전

23 thanks to ~덕분에 53 billion 10억

24 charity 자선 단체 54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게다가

25 deal with
(문제·과제 등을) 처리하다,

다루다
55 ultimately 궁극적으로

26 nowadays 요즘 56 give thought to ~을 생각해보다

27 look forward to ~하기를 기대하다 57 relationship 관계

28 make sure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다 58 indeed 사실

29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59 essential 1. 중요한 2. 본질적인

30 journey 여행 60 appear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he very 바로 그

62 desperately 간절히, 필사적으로

63 struggle 투쟁하다, 애쓰다

64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보다

65 completely 완전히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 to mind 31 major

2 probably 32 concern

3 substance 33 around the world

4 even so 34 set out

5 waste 35 dawn

6 running water 36 source

7 used to 37 involve

8 lack 38 cliff

9 hence 39 skip

10 relieve oneself 40 spring

11 close to 41 reach

12 embarrassing 42 find out

13 stand guard 43 all day

14 so that 44 fill up

15 nearby 45 pot

16 resident 46 closest

17 notice 47 nearly

18 yell 48 access to

19 beg 49 in the past decade

20 miss 50 die from

21 several 51 waterborne

22 torment 52
the Second World
War

23 thanks to 53 billion

24 charity 54 additionally

25 deal with 55 ultimately

26 nowadays 56 give thought to

27 look forward to 57 relationship

28 make sure 58 indeed

29 attend 59 essential

30 journey 60 appear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he very

62 desperately

63 struggle

64 look around

65 completely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ck 31 thanks to

2 closest 32 resident

3 around the world 33 major

4 charity 34 miss

5 access to 35 ultimately

6 yell 36 notice

7 source 37 nearby

8 concern 38 all day

9 skip 39 set out

10 hence 40
the Second World
War

11 so that 41 struggle

12 completely 42 nowadays

13 waste 43 stand guard

14 dawn 44 appear

15 give thought to 45 cliff

16 running water 46 indeed

17 waterborne 47 relieve oneself

18 used to 48 journey

19 embarrassing 49 attend

20 close to 50 several

21 spring 51 billion

22 die from 52 torment

23 even so 53 probably

24 in the past decade 54 reach

25 find out 55 look around

26 look forward to 56 relationship

27 essential 57 additionally

28 fill up 58 pot

29 nearly 59 involve

30 come to mind 60 make sure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1. 부족하다, ~이 없다 2.

부족, 결핍
31 ~덕분에

2 가장 가까운 32 거주자, 주민

3 세계의 33 주요한

4 자선 단체 34
1. 빠지다 2. 그리워하다 3.

놓치다

5 ~로의 접근 35 궁극적으로

6 소리치다, 고함치다 36
1. 알아차리다 2. 주목하다

3. 통지하다 4. 통지문 5. 알

7 원천 37 근처의, 가까이에 있는

8
1. 걱정거리 2. 관심사 3. 관

련되다 4. 걱정하다 5. 관심
38 하루 종일

9
1. 거르다 2. 깡충깡충 뛰다

3. 건너뛰다, 생략하다 4.
39 출발하다

10 그래서, 그러므로 40 2차 세계 대전

11 ~하기 위해서 41 투쟁하다, 애쓰다

12 완전히 42 요즘

13 낭비하다 43 망을 보다, 보초를 서다

14 새벽 44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15 ~을 생각해보다 45 절벽

16 수돗물 46 사실

17
수인성의, 물에 의해 퍼지

는
47 볼 일을 보다

18
1. (전에는) ~이었다 2. ~하

곤 했다
48 여행

19 난처한, 당황스러운 49 출석하다, 참석하다

20 ~의 근처에, ~에 가까운 50 몇몇의

21
1. 샘 2. 봄 3. 생기 4. 용수

철, 스프링 5. (갑자기) 뛰어
51 10억

22 ~으로 죽다 52 골칫거리, 고통

23 그렇다 해도 53 아마도

24 과거[지난] 10년 동안 54
1. ~에 도착하다 2. (수준

등에) 이르다 3. (손 등을)

25 깨닫다, 알아내다 55 주위를 둘러보다

26 ~하기를 기대하다 56 관계

27 1. 중요한 2. 본질적인 57 추가적으로, 게다가

28 채우다 58 항아리

29 거의 59
1. 포함하다, 필요로 하다

2. 관련시키다 3. 참여시키

30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나

다
60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다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ck 31 thanks to

2 closest 32 resident

3 around the world 33 major

4 charity 34 miss

5 access to 35 ultimately

6 소리치다, 고함치다 36
1. 알아차리다 2. 주목하다

3. 통지하다 4. 통지문 5. 알

7 원천 37 근처의, 가까이에 있는

8
1. 걱정거리 2. 관심사 3. 관

련되다 4. 걱정하다 5. 관심
38 하루 종일

9
1. 거르다 2. 깡충깡충 뛰다

3. 건너뛰다, 생략하다 4.
39 출발하다

10 그래서, 그러므로 40 2차 세계 대전

11 so that 41 struggle

12 completely 42 nowadays

13 waste 43 stand guard

14 dawn 44 appear

15 give thought to 45 cliff

16 수돗물 46 사실

17
수인성의, 물에 의해 퍼지

는
47 볼 일을 보다

18
1. (전에는) ~이었다 2. ~하

곤 했다
48 여행

19 난처한, 당황스러운 49 출석하다, 참석하다

20 ~의 근처에, ~에 가까운 50 몇몇의

21 spring 51 billion

22 die from 52 torment

23 even so 53 probably

24 in the past decade 54 reach

25 find out 55 look around

26 ~하기를 기대하다 56 관계

27 1. 중요한 2. 본질적인 57 추가적으로, 게다가

28 채우다 58 항아리

29 거의 59
1. 포함하다, 필요로 하다

2. 관련시키다 3. 참여시키

30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나

다
60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다

영어 1 지학사(민찬규)



제 3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ck
1. 부족하다, ~이 없다 2.

부족, 결핍
31 thanks to ~덕분에

2 closest 가장 가까운 32 resident 거주자, 주민

3 around the world 세계의 33 major 주요한

4 charity 자선 단체 34 miss
1. 빠지다 2. 그리워하다 3.

놓치다

5 access to ~로의 접근 35 ultimately 궁극적으로

6 yell 소리치다, 고함치다 36 notice
1. 알아차리다 2. 주목하다

3. 통지하다 4. 통지문 5. 알

7 source 원천 37 nearby 근처의, 가까이에 있는

8 concern
1. 걱정거리 2. 관심사 3. 관

련되다 4. 걱정하다 5. 관심
38 all day 하루 종일

9 skip
1. 거르다 2. 깡충깡충 뛰다

3. 건너뛰다, 생략하다 4.
39 set out 출발하다

10 hence 그래서, 그러므로 40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 대전

11 so that ~하기 위해서 41 struggle 투쟁하다, 애쓰다

12 completely 완전히 42 nowadays 요즘

13 waste 낭비하다 43 stand guard 망을 보다, 보초를 서다

14 dawn 새벽 44 appear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15 give thought to ~을 생각해보다 45 cliff 절벽

16 running water 수돗물 46 indeed 사실

17 waterborne
수인성의, 물에 의해 퍼지

는
47 relieve oneself 볼 일을 보다

18 used to
1. (전에는) ~이었다 2. ~하

곤 했다
48 journey 여행

19 embarrassing 난처한, 당황스러운 49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20 close to ~의 근처에, ~에 가까운 50 several 몇몇의

21 spring
1. 샘 2. 봄 3. 생기 4. 용수

철, 스프링 5. (갑자기) 뛰어
51 billion 10억

22 die from ~으로 죽다 52 torment 골칫거리, 고통

23 even so 그렇다 해도 53 probably 아마도

24 in the past decade 과거[지난] 10년 동안 54 reach
1. ~에 도착하다 2. (수준

등에) 이르다 3. (손 등을)

25 find out 깨닫다, 알아내다 55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보다

26 look forward to ~하기를 기대하다 56 relationship 관계

27 essential 1. 중요한 2. 본질적인 57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게다가

28 fill up 채우다 58 pot 항아리

29 nearly 거의 59 involve
1. 포함하다, 필요로 하다

2. 관련시키다 3. 참여시키

30 come to mind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나

다
60 make sure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다

영어 1 지학사(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