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udflat 갯벌 31 marine 해양의

2 flock 떼, 무리 32 creature 생물

3 shore 해안가 33 shallow 얕은

4 egret (새) 외가리 34 numerous 수많은

5 startle 깜짝 놀라게하다 35 species (동물의) 종

6 invader 칩입자, 침략자 36 particularly 특히

7 crab 게 37 wading birds
섭금류(해안가의 밀물과 썰

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갯벌

8 hurry away 서둘러 도망가다 38 wade
(물, 진흙 속을 힘겹게) 헤

치며 걷다

9 ignore 무시하다 39 crane 두루미

10 dig 파다 40 land on 내리다, 착륙하다

11 shellfish 조개류 41 clam 조개

12 snail 달팽이 42 delicacy 별미, 진미

13 typical 일반적인 43 unique 독특한

14 scene 장면 44 ecosystem 생태계

15 coastal 해안가의 45 in that ~라는 점에서

16 wetland 습지 46 no wonder 당연한

17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은 말할 것도 없다 47 estimate 추정하다

18 tidal zone 조수(밀물 썰물) 지역 48 roughly 대략

19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49 one-third 3분의 1

20 course 과정 50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21 deposit 침전시키다, 쌓다 51 reside in ~에 거주하다

22 tide 조수(밀물, 썰물) 52 frequent(동사) 자주 다니다

23 that is why 그래서 53 lay-laid-laid (알 등을) 낳다

24 shelter(동사) 보호하다 54 hatch 부화하다

25 such as ~와 같은 55 abundant 풍부한

26 inlet 좁은 물줄기 56 supply 공급

27 bay (해양 지역) 만(灣) 57 beneficial 이익이 되는

28 visible (눈에) 보이는 58 reduce 줄이다

29 low tide 썰물 59 effect 효과

30 out of sight 보이지 않는 60 flooding 홍수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91 nearby 근처에 있는

62 disaster 재난 92 harvest(동사) 수확하다

63 be capable of ~를 할 수 있다 93 just as ~인 것처럼

64 huge 엄청난 94 distant 먼

65 amount 양 95 ancestor 조상

66 mud grain 진흙 입자 96 reclaim (늪지 등을) 매립하다

67 stormy 폭풍우가 치는 97 agricultural 농업의

68 along ~를 따라서 98 industrial 산업의

69 shoreline 해안가 99 purpose 목적

70 purify 정화시키다 100 useful 유용한

71 various 다양한 101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72 substance 물질, 성분 102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73 filter 거르다 103 opinion 의견

74 break down 분해하다 104 be aware of ~를 알다, 인지하다

75 process 과정, 절차 105 appreciate 감상하다

76 yet another 또 다른 106 delight 기쁨

77 quantity 양 107 despite ~에도 불구하고

78 breathable 숨쉴 수 있는 108 extraordinarily 엄청나게

79 oxygen 산소 109 inspire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80 vast 엄청난 110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81 as a matter of fact 사실 111 role 역할

82 rainforest 열대우림 112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83 basin 유역 113 preserve 보존하다

84 note(동사) 주목하다

85 include 포함하다

86 Atlantic 대서양

87 region 지역

88 peninsula (지형) 반도

89 remarkably 두드러지게, 상당히

90 impressive 인상적인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udflat 31 marine

2 flock 32 creature

3 shore 33 shallow

4 egret 34 numerous

5 startle 35 species

6 invader 36 particularly

7 crab 37 wading birds

8 hurry away 38 wade

9 ignore 39 crane

10 dig 40 land on

11 shellfish 41 clam

12 snail 42 delicacy

13 typical 43 unique

14 scene 44 ecosystem

15 coastal 45 in that

16 wetland 46 no wonder

17
It goes without saying
that

47 estimate

18 tidal zone 48 roughly

19 form(동사) 49 one-third

20 course 50 endangered

21 deposit 51 reside in

22 tide 52 frequent(동사)

23 that is why 53 lay-laid-laid

24 shelter(동사) 54 hatch

25 such as 55 abundant

26 inlet 56 supply

27 bay 57 beneficial

28 visible 58 reduce

29 low tide 59 effect

30 out of sight 60 flooding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use(동사) 91 nearby

62 disaster 92 harvest(동사)

63 be capable of 93 just as

64 huge 94 distant

65 amount 95 ancestor

66 mud grain 96 reclaim

67 stormy 97 agricultural

68 along 98 industrial

69 shoreline 99 purpose

70 purify 100 useful

71 various 101 transform A into B

72 substance 102 fortunately

73 filter 103 opinion

74 break down 104 be aware of

75 process 105 appreciate

76 yet another 106 delight

77 quantity 107 despite

78 breathable 108 extraordinarily

79 oxygen 109 inspire

80 vast 110 crucial

81 as a matter of fact 111 role

82 rainforest 112 encourage

83 basin 113 preserve

84 note(동사)

85 include

86 Atlantic

87 region

88 peninsula

89 remarkably

90 impressiv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31 basin

2 flooding 32 purify

3 inspire 33 ancestor

4 yet another 34 scene

5 crucial 35 agricultural

6 purpose 36 industrial

7 one-third 37 species

8 harvest(동사) 38 breathable

9 crab 39 that is why

1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40 tidal zone

11 egret 41 visible

12 wetland 42 vast

13 substance 43 as a matter of fact

14 shoreline 44 lay-laid-laid

15 abundant 45 creature

16 various 46 supply

17 hurry away 47 reside in

18 roughly 48 process

19 typical 49 mudflat

20 useful 50 role

21 despite 51 note(동사)

22 extraordinarily 52 just as

23 effect 53 wade

24 disaster 54 encourage

25 transform A into B 55 deposit

26 startle 56 shelter(동사)

27 peninsula 57 Atlantic

28 cause(동사) 58 reduce

29 delight 59 low tide

30 dig 60 frequent(동사)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엄청난 31 유역

2 홍수 32 정화시키다

3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33 조상

4 또 다른 34 장면

5 중요한, 결정적인 35 농업의

6 목적 36 산업의

7 3분의 1 37 (동물의) 종

8 수확하다 38 숨쉴 수 있는

9 게 39 그래서

10 ~은 말할 것도 없다 40 조수(밀물 썰물) 지역

11 (새) 외가리 41 (눈에) 보이는

12 습지 42 엄청난

13 물질, 성분 43 사실

14 해안가 44 (알 등을) 낳다

15 풍부한 45 생물

16 다양한 46 공급

17 서둘러 도망가다 47 ~에 거주하다

18 대략 48 과정, 절차

19 일반적인 49 갯벌

20 유용한 50 역할

21 ~에도 불구하고 51 주목하다

22 엄청나게 52 ~인 것처럼

23 효과 53
(물, 진흙 속을 힘겹게) 헤

치며 걷다

24 재난 54 용기를 복돋다

25 A를 B로 변형시키다 55 침전시키다, 쌓다

26 깜짝 놀라게하다 56 보호하다

27 (지형) 반도 57 대서양

28 야기하다, 초래하다 58 줄이다

29 기쁨 59 썰물

30 파다 60 자주 다니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31 basin

2 flooding 32 purify

3 inspire 33 ancestor

4 yet another 34 scene

5 crucial 35 agricultural

6 목적 36 산업의

7 3분의 1 37 (동물의) 종

8 수확하다 38 숨쉴 수 있는

9 게 39 그래서

10 ~은 말할 것도 없다 40 조수(밀물 썰물) 지역

11 egret 41 visible

12 wetland 42 vast

13 substance 43 as a matter of fact

14 shoreline 44 lay-laid-laid

15 abundant 45 creature

16 다양한 46 공급

17 서둘러 도망가다 47 ~에 거주하다

18 대략 48 과정, 절차

19 일반적인 49 갯벌

20 유용한 50 역할

21 despite 51 note(동사)

22 extraordinarily 52 just as

23 effect 53 wade

24 disaster 54 encourage

25 transform A into B 55 deposit

26 깜짝 놀라게하다 56 보호하다

27 (지형) 반도 57 대서양

28 야기하다, 초래하다 58 줄이다

29 기쁨 59 썰물

30 파다 60 자주 다니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엄청난 31 basin 유역

2 flooding 홍수 32 purify 정화시키다

3 inspire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33 ancestor 조상

4 yet another 또 다른 34 scene 장면

5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35 agricultural 농업의

6 purpose 목적 36 industrial 산업의

7 one-third 3분의 1 37 species (동물의) 종

8 harvest(동사) 수확하다 38 breathable 숨쉴 수 있는

9 crab 게 39 that is why 그래서

1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은 말할 것도 없다 40 tidal zone 조수(밀물 썰물) 지역

11 egret (새) 외가리 41 visible (눈에) 보이는

12 wetland 습지 42 vast 엄청난

13 substance 물질, 성분 43 as a matter of fact 사실

14 shoreline 해안가 44 lay-laid-laid (알 등을) 낳다

15 abundant 풍부한 45 creature 생물

16 various 다양한 46 supply 공급

17 hurry away 서둘러 도망가다 47 reside in ~에 거주하다

18 roughly 대략 48 process 과정, 절차

19 typical 일반적인 49 mudflat 갯벌

20 useful 유용한 50 role 역할

21 despite ~에도 불구하고 51 note(동사) 주목하다

22 extraordinarily 엄청나게 52 just as ~인 것처럼

23 effect 효과 53 wade
(물, 진흙 속을 힘겹게) 헤

치며 걷다

24 disaster 재난 54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25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55 deposit 침전시키다, 쌓다

26 startle 깜짝 놀라게하다 56 shelter(동사) 보호하다

27 peninsula (지형) 반도 57 Atlantic 대서양

28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58 reduce 줄이다

29 delight 기쁨 59 low tide 썰물

30 dig 파다 60 frequent(동사) 자주 다니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