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novative 획기적인, 혁신적인 31 biodegradable 자연 분해되는

2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32 material
1. 직물, 천 2. 재료 3. (활동

에 필요한) 자료 4. 소재

3 product 제품 33 ingredient 원료

4 production 생산(량) 34 agricultural 농업의

5 container
1. 용기, 그릇 2. (화물 수송

용) 컨테이너
35 husk 겉껍질

6 survey 조사 36 wheat 밀

7 global 세계적인 37 mycelium 균사체

8 reach 이르다, 달하다 38 mixture 혼합물

9 useful 유용한, 쓸모 있는 39 hold together 결합하다

10 lightweight 가벼운, 경량의 40 mold
1. 틀, 주형, 거푸집 2. 곰팡

이 3. 주조하다

11 advantage
1. (누구에게) 유리한 점 2.

이점, 장점
41 prevent 막다

12 pollute 오염시키다 42 additional 추가적인

13 severely 심하게 43 replace 대체하다

14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44 guarantee 보장하다, 약속하다

15 generate 발생시키다 45 descendant 후손

16 remain 남아있다 46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어

17 landfill 매립지 47 consumption 소비(량), 소비[먹기]

18 result in ~을 야기하다 48 on the rise 오름세에 있는

19 soil 토양 49 estimate 추정하다

20 threaten
1. 협박하다 2. 위협하다,

위태롭게 하다
50 as much as ~만큼 많이

21 marine 해양의 51 take up 차지하다

22 solution 해결책, 해법 52 space 공간

23 alternative 대안 53 edible 먹을 수 있는

24 packaging 포장 54 coworker 동료

25 brand-new 신품의 55 come up with 떠올리다

26 on one's journey 여행 중에 56 gel 젤

27 end up 결국 ~에 처하다 57 seaweed 해조, 해초

28 recognize 인식하다 58 reportedly 전하는 바에 따르면

29 negative 부정적인 59 cost 비용이 들다

30 remove 제거하다 60 in addition 게다가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nefit 혜택, 이득

62 manufacturing 제조, 제작

63 clay 점토

64 effort 노력

65 refillable 리필이 가능한

66 reusable 재사[활]용할 수 있는

67 say no 거절하다

68 total 총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novative 31 biodegradable

2 eco-friendly 32 material

3 product 33 ingredient

4 production 34 agricultural

5 container 35 husk

6 survey 36 wheat

7 global 37 mycelium

8 reach 38 mixture

9 useful 39 hold together

10 lightweight 40 mold

11 advantage 41 prevent

12 pollute 42 additional

13 severely 43 replace

14 enormous 44 guarantee

15 generate 45 descendant

16 remain 46 in harmony with

17 landfill 47 consumption

18 result in 48 on the rise

19 soil 49 estimate

20 threaten 50 as much as

21 marine 51 take up

22 solution 52 space

23 alternative 53 edible

24 packaging 54 coworker

25 brand-new 55 come up with

26 on one's journey 56 gel

27 end up 57 seaweed

28 recognize 58 reportedly

29 negative 59 cost

30 remove 60 in addition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nefit

62 manufacturing

63 clay

64 effort

65 refillable

66 reusable

67 say no

68 total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gative 31 remove

2 advantage 32 seaweed

3 product 33 on one's journey

4 global 34 packaging

5 come up with 35 in addition

6 as much as 36 replace

7 hold together 37 solution

8 husk 38 biodegradable

9 in harmony with 39 useful

10 marine 40 guarantee

11 mold 41 threaten

12 severely 42 agricultural

13 reportedly 43 on the rise

14 enormous 44 soil

15 end up 45 consumption

16 survey 46 reach

17 brand-new 47 container

18 coworker 48 cost

19 total 49 prevent

20 effort 50 clay

21 recognize 51 lightweight

22 say no 52 generate

23 mixture 53 pollute

24 remain 54 descendant

25 additional 55 reusable

26 ingredient 56 alternative

27 innovative 57 result in

28 eco-friendly 58 gel

29 wheat 59 refillable

30 production 60 manufacturing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부정적인 31 제거하다

2
1. (누구에게) 유리한 점 2.

이점, 장점
32 해조, 해초

3 제품 33 여행 중에

4 세계적인 34 포장

5 떠올리다 35 게다가

6 ~만큼 많이 36 대체하다

7 결합하다 37 해결책, 해법

8 겉껍질 38 자연 분해되는

9 ~와 조화를 이루어 39 유용한, 쓸모 있는

10 해양의 40 보장하다, 약속하다

11
1. 틀, 주형, 거푸집 2. 곰팡

이 3. 주조하다
41

1. 협박하다 2. 위협하다,

위태롭게 하다

12 심하게 42 농업의

13 전하는 바에 따르면 43 오름세에 있는

14 막대한, 거대한 44 토양

15 결국 ~에 처하다 45 소비(량), 소비[먹기]

16 조사 46 이르다, 달하다

17 신품의 47
1. 용기, 그릇 2. (화물 수송

용) 컨테이너

18 동료 48 비용이 들다

19 총 49 막다

20 노력 50 점토

21 인식하다 51 가벼운, 경량의

22 거절하다 52 발생시키다

23 혼합물 53 오염시키다

24 남아있다 54 후손

25 추가적인 55 재사[활]용할 수 있는

26 원료 56 대안

27 획기적인, 혁신적인 57 ~을 야기하다

28 환경 친화적인 58 젤

29 밀 59 리필이 가능한

30 생산(량) 60 제조, 제작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gative 31 remove

2 advantage 32 seaweed

3 product 33 on one's journey

4 global 34 packaging

5 come up with 35 in addition

6 ~만큼 많이 36 대체하다

7 결합하다 37 해결책, 해법

8 겉껍질 38 자연 분해되는

9 ~와 조화를 이루어 39 유용한, 쓸모 있는

10 해양의 40 보장하다, 약속하다

11 mold 41 threaten

12 severely 42 agricultural

13 reportedly 43 on the rise

14 enormous 44 soil

15 end up 45 consumption

16 조사 46 이르다, 달하다

17 신품의 47
1. 용기, 그릇 2. (화물 수송

용) 컨테이너

18 동료 48 비용이 들다

19 총 49 막다

20 노력 50 점토

21 recognize 51 lightweight

22 say no 52 generate

23 mixture 53 pollute

24 remain 54 descendant

25 additional 55 reusable

26 원료 56 대안

27 획기적인, 혁신적인 57 ~을 야기하다

28 환경 친화적인 58 젤

29 밀 59 리필이 가능한

30 생산(량) 60 제조, 제작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3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gative 부정적인 31 remove 제거하다

2 advantage
1. (누구에게) 유리한 점 2.

이점, 장점
32 seaweed 해조, 해초

3 product 제품 33 on one's journey 여행 중에

4 global 세계적인 34 packaging 포장

5 come up with 떠올리다 35 in addition 게다가

6 as much as ~만큼 많이 36 replace 대체하다

7 hold together 결합하다 37 solution 해결책, 해법

8 husk 겉껍질 38 biodegradable 자연 분해되는

9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어 39 useful 유용한, 쓸모 있는

10 marine 해양의 40 guarantee 보장하다, 약속하다

11 mold
1. 틀, 주형, 거푸집 2. 곰팡

이 3. 주조하다
41 threaten

1. 협박하다 2. 위협하다,

위태롭게 하다

12 severely 심하게 42 agricultural 농업의

13 reportedly 전하는 바에 따르면 43 on the rise 오름세에 있는

14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44 soil 토양

15 end up 결국 ~에 처하다 45 consumption 소비(량), 소비[먹기]

16 survey 조사 46 reach 이르다, 달하다

17 brand-new 신품의 47 container
1. 용기, 그릇 2. (화물 수송

용) 컨테이너

18 coworker 동료 48 cost 비용이 들다

19 total 총 49 prevent 막다

20 effort 노력 50 clay 점토

21 recognize 인식하다 51 lightweight 가벼운, 경량의

22 say no 거절하다 52 generate 발생시키다

23 mixture 혼합물 53 pollute 오염시키다

24 remain 남아있다 54 descendant 후손

25 additional 추가적인 55 reusable 재사[활]용할 수 있는

26 ingredient 원료 56 alternative 대안

27 innovative 획기적인, 혁신적인 57 result in ~을 야기하다

28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58 gel 젤

29 wheat 밀 59 refillable 리필이 가능한

30 production 생산(량) 60 manufacturing 제조, 제작

영어 1 천재(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