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spring/leap] to
mind

기억나다, 생각나다 31 bright 밝은, 빛나는

2 picture
~을 마음에 그리다, ~을 상

상하다
32 hang up

1. 전화를 끊다, 수화기를

내려놓다 2. (옷 등을) 걸다

3 time-consuming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

을 많이 잡아먹는
33 fascinating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

는, 흥미진진한

4 come up with
<아이디어·계획 등>을 생

각해내다
34 wonder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5 volunteer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

하여[자진하여] 나서다
35 take pictures of ~의 사진을 찍다

6 grand
웅장한, 장대한, 원대한, 야

심 찬
36 describe

…을 자세히 설명하다, …을

묘사하다[서술하다]

7 excuse 변명, 해명 37 blind 눈이 먼, 볼 수 없는

8 even …까지도, …조차(도) 38 blind people 시각 장애인

9 simple 간단한, 단순한 39 donate ... to ~ …을 ~에(게) 기부하다

10 easy 쉬운, 간단한 40 check out
1. …을 보다, 시험 삼아 해

보다 2. …을 확인하다, …에

11 difficult 어려운 41 vocabulary 어휘

12 complicated 복잡한 42 correct 정확한

13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43 needy 궁핍한, 빈곤한

14 connect A with B A를 B와 연결시키다, 잇다 44 the needy (집합적) 빈곤층

15 sighted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

상인
45 discover …을 알게 되다, …을 깨닫다

16 blind
1. [pl.] 맹인들 2. 눈이 먼,

맹인인
46 natural

1.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2. 자연의 3. 자연스러운 4.

17 install 설치하다 47 have fun
즐겁게 보내다, 재미있게

놀다

18 helper 도우미 48 lemon 레몬

19 ring <전화가> 울리다 49 colored 채색된, 색깔이 있는

20 realize …을 깨닫다, 인식하다 50 ingredient 성분

21 hold
1. (손·팔 등으로) 잡고/들고

있다 2. (어떠한 상태로) 유
51 colorless 무색의

22 butterflies(복수) 불안한 마음, 가슴 설렘 52 have to do with… …과 관계가 있다

23 take a guess 추측을 해보다 53 spread
1. n. 퍼짐, 보급 2. 펴다, 벌

리다 3. 퍼뜨리다

24 expiration (기한의) 만료, 종결, 만기 54 prevent …을 막다, 방지하다

25 expiration date
(신용카드·식품 등의) 유효

기간
55 practice 실천, 실행, 관습

26 read
1. 읽다, 읽어주다 2. 이해

하다 3. (…라고) 적혀 있다
56 wage 임금, 급료, 삯

27 close
adv. 가까이, 바싹 a. 가까

운, 긴밀한
57 benefit 이익, 이점

28 way too old 너무 오래된 58 come by
1. <얻기 힘든 것>을 손에

넣다 2. (지나는 길에) (…에)

29 wonder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59 region 지역, 지방

30 wonder (that)
…라는 것에 놀라다, …라니

의외다
60 deliver 배달하다, 전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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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munity 지역 공동체, 사회

62 local 지역의, 현지의

63 in turn
(앞서 언급한 것을 원인으

로)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64 improve
vt. …을 개선하다, 향상시키

다 vi. 개선되다, 향상되다

65 in detail 자세히

66 find out (that) … 라는 것을 알아내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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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spring/leap] to
mind

31 bright

2 picture 32 hang up

3 time-consuming 33 fascinating

4 come up with 34 wonder

5 volunteer 35 take pictures of

6 grand 36 describe

7 excuse 37 blind

8 even 38 blind people

9 simple 39 donate ... to ~

10 easy 40 check out

11 difficult 41 vocabulary

12 complicated 42 correct

13 make a living 43 needy

14 connect A with B 44 the needy

15 sighted 45 discover

16 blind 46 natural

17 install 47 have fun

18 helper 48 lemon

19 ring 49 colored

20 realize 50 ingredient

21 hold 51 colorless

22 butterflies(복수) 52 have to do with…

23 take a guess 53 spread

24 expiration 54 prevent

25 expiration date 55 practice

26 read 56 wage

27 close 57 benefit

28 way too old 58 come by

29 wonder 59 region

30 wonder (that) 60 deliver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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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munity

62 local

63 in turn

64 improve

65 in detail

66 find out (that)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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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elper 31 bright

2
come[spring/leap] to

mind
32 in detail

3 blind 33 complicated

4 prevent 34 find out (that)

5 close 35 connect A with B

6 hang up 36 butterflies(복수)

7 install 37 colored

8 take pictures of 38 have to do with…

9 way too old 39 time-consuming

10 improve 40 wage

11 practice 41 in turn

12 lemon 42 benefit

13 easy 43 wonder

14 wonder 44 colorless

15 read 45 blind

16 fascinating 46 picture

17 local 47 come up with

18 spread 48 excuse

19 even 49 difficult

20 check out 50 sighted

21 grand 51 ingredient

22 realize 52 make a living

23 vocabulary 53 volunteer

24 ring 54 deliver

25 donate ... to ~ 55 come by

26 needy 56 expiration

27 describe 57 discover

28 correct 58 wonder (that)

29 natural 59 region

30 simple 60 take a guess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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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도우미 31 밝은, 빛나는

2 기억나다, 생각나다 32 자세히

3 눈이 먼, 볼 수 없는 33 복잡한

4 …을 막다, 방지하다 34 … 라는 것을 알아내다

5
adv. 가까이, 바싹 a. 가까

운, 긴밀한
35 A를 B와 연결시키다, 잇다

6
1. 전화를 끊다, 수화기를

내려놓다 2. (옷 등을) 걸다
36 불안한 마음, 가슴 설렘

7 설치하다 37 채색된, 색깔이 있는

8 ~의 사진을 찍다 38 …과 관계가 있다

9 너무 오래된 39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

을 많이 잡아먹는

10
vt. …을 개선하다, 향상시키

다 vi. 개선되다, 향상되다
40 임금, 급료, 삯

11 실천, 실행, 관습 41
(앞서 언급한 것을 원인으

로)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12 레몬 42 이익, 이점

13 쉬운, 간단한 43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14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44 무색의

15
1. 읽다, 읽어주다 2. 이해

하다 3. (…라고) 적혀 있다
45

1. [pl.] 맹인들 2. 눈이 먼,

맹인인

16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

는, 흥미진진한
46

~을 마음에 그리다, ~을 상

상하다

17 지역의, 현지의 47
<아이디어·계획 등>을 생

각해내다

18
1. n. 퍼짐, 보급 2. 펴다, 벌

리다 3. 퍼뜨리다
48 변명, 해명

19 …까지도, …조차(도) 49 어려운

20
1. …을 보다, 시험 삼아 해

보다 2. …을 확인하다, …에
50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

상인

21
웅장한, 장대한, 원대한, 야

심 찬
51 성분

22 …을 깨닫다, 인식하다 52 생계를 유지하다

23 어휘 53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

하여[자진하여] 나서다

24 <전화가> 울리다 54 배달하다, 전하다

25 …을 ~에(게) 기부하다 55
1. <얻기 힘든 것>을 손에

넣다 2. (지나는 길에) (…에)

26 궁핍한, 빈곤한 56 (기한의) 만료, 종결, 만기

27
…을 자세히 설명하다, …을

묘사하다[서술하다]
57 …을 알게 되다, …을 깨닫다

28 정확한 58
…라는 것에 놀라다, …라니

의외다

29
1.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2. 자연의 3. 자연스러운 4.
59 지역, 지방

30 간단한, 단순한 60 추측을 해보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elper 31 bright

2
come[spring/leap] to

mind
32 in detail

3 blind 33 complicated

4 prevent 34 find out (that)

5 close 35 connect A with B

6
1. 전화를 끊다, 수화기를

내려놓다 2. (옷 등을) 걸다
36 불안한 마음, 가슴 설렘

7 설치하다 37 채색된, 색깔이 있는

8 ~의 사진을 찍다 38 …과 관계가 있다

9 너무 오래된 39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

을 많이 잡아먹는

10
vt. …을 개선하다, 향상시키

다 vi. 개선되다, 향상되다
40 임금, 급료, 삯

11 practice 41 in turn

12 lemon 42 benefit

13 easy 43 wonder

14 wonder 44 colorless

15 read 45 blind

16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

는, 흥미진진한
46

~을 마음에 그리다, ~을 상

상하다

17 지역의, 현지의 47
<아이디어·계획 등>을 생

각해내다

18
1. n. 퍼짐, 보급 2. 펴다, 벌

리다 3. 퍼뜨리다
48 변명, 해명

19 …까지도, …조차(도) 49 어려운

20
1. …을 보다, 시험 삼아 해

보다 2. …을 확인하다, …에
50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

상인

21 grand 51 ingredient

22 realize 52 make a living

23 vocabulary 53 volunteer

24 ring 54 deliver

25 donate ... to ~ 55 come by

26 궁핍한, 빈곤한 56 (기한의) 만료, 종결, 만기

27
…을 자세히 설명하다, …을

묘사하다[서술하다]
57 …을 알게 되다, …을 깨닫다

28 정확한 58
…라는 것에 놀라다, …라니

의외다

29
1.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2. 자연의 3. 자연스러운 4.
59 지역, 지방

30 간단한, 단순한 60 추측을 해보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elper 도우미 31 bright 밝은, 빛나는

2
come[spring/leap] to

mind
기억나다, 생각나다 32 in detail 자세히

3 blind 눈이 먼, 볼 수 없는 33 complicated 복잡한

4 prevent …을 막다, 방지하다 34 find out (that) … 라는 것을 알아내다

5 close
adv. 가까이, 바싹 a. 가까

운, 긴밀한
35 connect A with B A를 B와 연결시키다, 잇다

6 hang up
1. 전화를 끊다, 수화기를

내려놓다 2. (옷 등을) 걸다
36 butterflies(복수) 불안한 마음, 가슴 설렘

7 install 설치하다 37 colored 채색된, 색깔이 있는

8 take pictures of ~의 사진을 찍다 38 have to do with… …과 관계가 있다

9 way too old 너무 오래된 39 time-consuming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

을 많이 잡아먹는

10 improve
vt. …을 개선하다, 향상시키

다 vi. 개선되다, 향상되다
40 wage 임금, 급료, 삯

11 practice 실천, 실행, 관습 41 in turn
(앞서 언급한 것을 원인으

로)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12 lemon 레몬 42 benefit 이익, 이점

13 easy 쉬운, 간단한 43 wonder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14 wonder
1. vi. …에 놀라다, 감탄하다

2. vt. …일까 생각하다, …을
44 colorless 무색의

15 read
1. 읽다, 읽어주다 2. 이해

하다 3. (…라고) 적혀 있다
45 blind

1. [pl.] 맹인들 2. 눈이 먼,

맹인인

16 fascinating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

는, 흥미진진한
46 picture

~을 마음에 그리다, ~을 상

상하다

17 local 지역의, 현지의 47 come up with
<아이디어·계획 등>을 생

각해내다

18 spread
1. n. 퍼짐, 보급 2. 펴다, 벌

리다 3. 퍼뜨리다
48 excuse 변명, 해명

19 even …까지도, …조차(도) 49 difficult 어려운

20 check out
1. …을 보다, 시험 삼아 해

보다 2. …을 확인하다, …에
50 sighted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

상인

21 grand
웅장한, 장대한, 원대한, 야

심 찬
51 ingredient 성분

22 realize …을 깨닫다, 인식하다 52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23 vocabulary 어휘 53 volunteer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

하여[자진하여] 나서다

24 ring <전화가> 울리다 54 deliver 배달하다, 전하다

25 donate ... to ~ …을 ~에(게) 기부하다 55 come by
1. <얻기 힘든 것>을 손에

넣다 2. (지나는 길에) (…에)

26 needy 궁핍한, 빈곤한 56 expiration (기한의) 만료, 종결, 만기

27 describe
…을 자세히 설명하다, …을

묘사하다[서술하다]
57 discover …을 알게 되다, …을 깨닫다

28 correct 정확한 58 wonder (that)
…라는 것에 놀라다, …라니

의외다

29 natural
1.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2. 자연의 3. 자연스러운 4.
59 region 지역, 지방

30 simple 간단한, 단순한 60 take a guess 추측을 해보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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