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ough 충분히, 충분한 31 completely 완전히

2 in action 활동 중인, 활약하고 있는 32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3 for example 예를 들어 33 dying 죽어 가는

4 become ~가 되다 34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5 in Ving ~함에 있어서 35 collect 수집하다

6 save 구하다 36 rescue 구조

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37 supply 물품, 제공품

8 actually 사실 38 such as ~와 같은

9 each 각각의 39 pet carrying cage 애완동물 수송용 우리

10 adopt 입양하다 40 rubber 고무

11 raise 키우다, 양육하다 41 neighborhood 이웃

12 donate 기부하다 42 deliver 전달하다, 배달하다

13 charity 자선단체 43 useful 유용한

14 protect 보호하다 44 mayonnaise 마요네즈

15 wild 야생의 45 turtle 거북이

16 near 가까운 46 throat 목구멍, 목

17 soon 곧 47 throw up 구토하다

18 become interested in ~에 관심있다 48 that way 그런 식으로

19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49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20 a few 몇몇의 50 marine 해양의

21 create 만들다 51 specialist 전문가

22 non-profit 비영리 52 waste(명사) 폐기물, 쓰레기

23 organization 기관, 조직 53 dangerous 위험한

24 generation 세대 54 educational 교육적인

25 name(동사) 이름을 붙이다 55 how to V ~하는 방법

26 educate 교육시키다 56 reduce 줄이다

27 terrible 끔찍한 57 in addition to N ~외에도

28 oil spill 기름 유출 58 various 다양한

29 occur 발생하다 59 what ~의 것, 무엇

30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ough 31 completely

2 in action 32 be covered with

3 for example 33 dying

4 become 34 had to V

5 in Ving 35 collect

6 save 36 rescue

7 although 37 supply

8 actually 38 such as

9 each 39 pet carrying cage

10 adopt 40 rubber

11 raise 41 neighborhood

12 donate 42 deliver

13 charity 43 useful

14 protect 44 mayonnaise

15 wild 45 turtle

16 near 46 throat

17 soon 47 throw up

18 become interested in 48 that way

19 endangered 49 be used to V

20 a few 50 marine

21 create 51 specialist

22 non-profit 52 waste(명사)

23 organization 53 dangerous

24 generation 54 educational

25 name(동사) 55 how to V

26 educate 56 reduce

27 terrible 57 in addition to N

28 oil spill 58 various

29 occur 59 what

30 the Gulf of Mexico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me(동사) 31 save

2 near 32 marine

3 specialist 33 a few

4 organization 34 in addition to N

5 turtle 35 collect

6 become 36 for example

7 useful 37 educate

8 reduce 38 waste(명사)

9 various 39 educational

10 donate 40 such as

11 supply 41 in action

12 rescue 42 although

13 charity 43 pet carrying cage

14 be used to V 44 non-profit

15 occur 45 oil spill

16 that way 46 adopt

17 wild 47 be covered with

18 protect 48 generation

19 how to V 49 throat

20 what 50 terrible

21 create 51 dangerous

22 the Gulf of Mexico 52 each

23 actually 53 endangered

24 deliver 54 completely

25 had to V 55 in Ving

26 raise 56 throw up

27 neighborhood 57 soon

28 become interested in 58 rubber

29 dying 59 enough

30 mayonnais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이름을 붙이다 31 구하다

2 가까운 32 해양의

3 전문가 33 몇몇의

4 기관, 조직 34 ~외에도

5 거북이 35 수집하다

6 ~가 되다 36 예를 들어

7 유용한 37 교육시키다

8 줄이다 38 폐기물, 쓰레기

9 다양한 39 교육적인

10 기부하다 40 ~와 같은

11 물품, 제공품 41 활동 중인, 활약하고 있는

12 구조 42 비록 ~일지라도

13 자선단체 43 애완동물 수송용 우리

14 ~하는데 사용되다 44 비영리

15 발생하다 45 기름 유출

16 그런 식으로 46 입양하다

17 야생의 47 ~로 덮여있다

18 보호하다 48 세대

19 ~하는 방법 49 목구멍, 목

20 ~의 것, 무엇 50 끔찍한

21 만들다 51 위험한

22 멕시코만 52 각각의

23 사실 53 멸종 위기에 처한

24 전달하다, 배달하다 54 완전히

25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55 ~함에 있어서

26 키우다, 양육하다 56 구토하다

27 이웃 57 곧

28 ~에 관심있다 58 고무

29 죽어 가는 59 충분히, 충분한

30 마요네즈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me(동사) 31 save

2 near 32 marine

3 specialist 33 a few

4 organization 34 in addition to N

5 turtle 35 collect

6 ~가 되다 36 예를 들어

7 유용한 37 교육시키다

8 줄이다 38 폐기물, 쓰레기

9 다양한 39 교육적인

10 기부하다 40 ~와 같은

11 supply 41 in action

12 rescue 42 although

13 charity 43 pet carrying cage

14 be used to V 44 non-profit

15 occur 45 oil spill

16 그런 식으로 46 입양하다

17 야생의 47 ~로 덮여있다

18 보호하다 48 세대

19 ~하는 방법 49 목구멍, 목

20 ~의 것, 무엇 50 끔찍한

21 create 51 dangerous

22 the Gulf of Mexico 52 each

23 actually 53 endangered

24 deliver 54 completely

25 had to V 55 in Ving

26 키우다, 양육하다 56 구토하다

27 이웃 57 곧

28 ~에 관심있다 58 고무

29 죽어 가는 59 충분히, 충분한

30 마요네즈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me(동사) 이름을 붙이다 31 save 구하다

2 near 가까운 32 marine 해양의

3 specialist 전문가 33 a few 몇몇의

4 organization 기관, 조직 34 in addition to N ~외에도

5 turtle 거북이 35 collect 수집하다

6 become ~가 되다 36 for example 예를 들어

7 useful 유용한 37 educate 교육시키다

8 reduce 줄이다 38 waste(명사) 폐기물, 쓰레기

9 various 다양한 39 educational 교육적인

10 donate 기부하다 40 such as ~와 같은

11 supply 물품, 제공품 41 in action 활동 중인, 활약하고 있는

12 rescue 구조 42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3 charity 자선단체 43 pet carrying cage 애완동물 수송용 우리

14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44 non-profit 비영리

15 occur 발생하다 45 oil spill 기름 유출

16 that way 그런 식으로 46 adopt 입양하다

17 wild 야생의 47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18 protect 보호하다 48 generation 세대

19 how to V ~하는 방법 49 throat 목구멍, 목

20 what ~의 것, 무엇 50 terrible 끔찍한

21 create 만들다 51 dangerous 위험한

22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 52 each 각각의

23 actually 사실 53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24 deliver 전달하다, 배달하다 54 completely 완전히

25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55 in Ving ~함에 있어서

26 raise 키우다, 양육하다 56 throw up 구토하다

27 neighborhood 이웃 57 soon 곧

28 become interested in ~에 관심있다 58 rubber 고무

29 dying 죽어 가는 59 enough 충분히, 충분한

30 mayonnaise 마요네즈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