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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invention 26 hopefully

2 or so 27 cooler

3 communicate 28 electricity

4 thanks to 29 as a result

5 automobile 30 earthen

6 benefit 31 evaporate

7 thankfully 32 take away

8 come up with 33 crop

9 container 34 market

10 hold 35 a kind of

11 liter 36 in need

12 roll 37 useful

13 wheel 38 divide

14 straw 39 sink

15 surprisingly 40 rise

16 filter 41 island

17 up to 42 in the dark

18 remove 43 carefully

19 virus 44 kid

20 at any time 45 final

21 according to 46 work

22 billion 47 separate

23 lens 48 toilet

24 liquid 49 in danger

25 dial 50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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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발명품, 발명 26 바라건대

2 ~가량(쯤) 27 냉장고

3 의사소통하다 28 전기

4 ~덕분에 29 결과적으로

5 자동차 30 흙으로 된

6 이득을 얻다 31 증발하다

7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32 제거하다

8 ~을 떠올리다 33 농작물

9 용기, 그릇 34 시장

10 수용하다, 담다 35 일종의

11 리터 36 도움이 필요한

12 굴리다 37 유용한

13 바퀴 38 나누다

14 빨대 39 가라앉다

15 놀랍게도 40 오르다, 상승하다

16 거르다, 여과하다 41 섬

17 ~까지 42 어둠 속에서

18 없애다, 제거하다 43 조심스럽게

19 바이러스 44 아이

20 언제든지 45 마지막의

21 ~에 따르면 46 작동하다

22 10억 47 분리하다

23 렌즈 48 변기

24 액체 49 위험에 처한

25 다이얼, 눈금판 50 끔찍한, 극심한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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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invention 발명품, 발명 26 hopefully 바라건대

2 or so ~가량(쯤) 27 cooler 냉장고

3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28 electricity 전기

4 thanks to ~덕분에 29 as a result 결과적으로

5 automobile 자동차 30 earthen 흙으로 된

6 benefit 이득을 얻다 31 evaporate 증발하다

7 thankfully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32 take away 제거하다

8 come up with ~을 떠올리다 33 crop 농작물

9 container 용기, 그릇 34 market 시장

10 hold 수용하다, 담다 35 a kind of 일종의

11 liter 리터 36 in need 도움이 필요한

12 roll 굴리다 37 useful 유용한

13 wheel 바퀴 38 divide 나누다

14 straw 빨대 39 sink 가라앉다

15 surprisingly 놀랍게도 40 rise 오르다, 상승하다

16 filter 거르다, 여과하다 41 island 섬

17 up to ~까지 42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18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43 carefully 조심스럽게

19 virus 바이러스 44 kid 아이

20 at any time 언제든지 45 final 마지막의

21 according to ~에 따르면 46 work 작동하다

22 billion 10억 47 separate 분리하다

23 lens 렌즈 48 toilet 변기

24 liquid 액체 49 in danger 위험에 처한

25 dial 다이얼, 눈금판 50 terrible 끔찍한, 극심한 

어휘 테스트 정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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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 the past one hundred years or so, 
inventions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지난 백여 년 동안,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
하게 해 주었다.

2.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easily over long distances. 
전화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 Computers help people work faster. 
컴퓨터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4.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it is 
easier to travel.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 여행하는 것은 더 쉽다.

5. But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그러나 모두가 이런 발명품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을까?

6. It is this question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몇몇 발명가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온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7. Thankfully, they have found ways to help 
those who need help most.
고맙게도 그들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8.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clean water.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9. They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

10.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too heavy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문제는 먼 거리를 들고 운반하기에 물이 너무 무겁
다는 것이다.

11. So, South African designers came up 
with an invention - the Q Drum.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한 가지 발명
품, 즉 큐드럼을 생각해냈다.

12. It is called the Q Drum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그것은 글자 Q처럼 생겨서 큐드럼이라고 불린다.

13. This container can hold 75 liters of 
water, and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이 용기는 7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바퀴처럼 
굴릴 수 있다.

14.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 
die each day from drinking dirty water. 
전 세계에서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더러운 
물을 마셔서 죽는다.

본문 한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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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LifeStraw can save them.
생명 빨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다. 

16. It looks like a big straw. 
그것은 커다란 빨대처럼 생겼다.

17. Surprisingly, it can filter up to 1,000 
liters of water and can be used for up to 
one year. 
놀랍게도 그것은 물을 1,000리터까지 정수할 수 
있고, 1년까지 사용될 수 있다.

18. A LifeStraw removes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dirty water. 
생명 빨대는 더러운 물에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19. Children can wear it around their neck 
and turn dirty water into clean water at any 
time.
아이들은 그것을 목에 걸 수 있고 언제든지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

20. According to the WHO, around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WHO(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약 10억 명의 사
람들이 안경을 필요로 한다.

21. Many of them make less than one dollar 
a day, so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벌어
서, 안경은 그들에게 너무 비싸다.

22. However, there is good news.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23. A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영국의 한 과학자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

24. Interestingly,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m! 
흥미롭게도, 그의 렌즈에는 안에 액체가 들어 있
다!

25.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각각의 안경다리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액체가 
렌즈 안으로 들어간다.

26. It is this liquid that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액체이다.

27. Hopefully, the price will soon go down to 
one dollar a pair.
바라건대 안경 가격이 곧 안경 1개당 1달러로 내
려가면 좋겠다.

28. In some countries, farmers can't keep 
vegetables and fruits fresh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어떤 나라에서는 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
부들이 채소와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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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s a result,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하루나 이틀 안에 팔
아야 한다.

30. The Pot-in-Pot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항아리 냉장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1.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그 발명품은 매우 간단한다.

32. A smaller earthen pot is placed into a 
larger one. 
흙으로 만든 작은 항아리가 좀 더 큰 항아리 안에 
놓인다.

33. Then wet sand is poured between the 
two pots.
그런 다음 두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가 부어진
다. 

34. The food is put into the smaller pot. 
음식은 작은 항아리 안에 놓인다.

35.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모래 안의 수분이 증발할 때, 그것은 작은 항아리
에서 열을 빼앗아간다.

36. By using this cooler, farmers can keep 
crops longer.
이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농부들은 농작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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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난 백여 년 동안,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 주었다.

02. 전화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03. 컴퓨터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04.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 여행하는 것은 더 쉽다.

05. 그러나 모두가 이런 발명품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을까?

06. 몇몇 발명가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온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07. 고맙게도 그들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본문 영어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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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09.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

10. 문제는 먼 거리를 들고 운반하기에 물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11.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한 가지 발명품, 즉 큐드럼을 생각해냈다.

12. 그것은 글자 Q처럼 생겨서 큐드럼이라고 불린다.

13. 이 용기는 7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바퀴처럼 굴릴 수 있다.

14. 전 세계에서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더러운 물을 마셔서 죽는다.

15. 생명 빨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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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것은 커다란 빨대처럼 생겼다.

17. 놀랍게도 그것은 물을 1,000리터까지 정수할 수 있고, 1년까지 사용될 수 있다.

18. 생명 빨대는 더러운 물에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19. 아이들은 그것을 목에 걸 수 있고 언제든지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

20. WHO(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경을 필요로 한다.

21.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벌어서, 안경은 그들에게 너무 비싸다.

22.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23. 영국의 한 과학자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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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흥미롭게도, 그의 렌즈에는 안에 액체가 들어 있다!

25. 각각의 안경다리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액체가 렌즈 안으로 들어간다.

26. 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액체이다.

27. 바라건대 안경 가격이 곧 안경 1개당 1달러로 내려가면 좋겠다.

28. 어떤 나라에서는 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이 채소와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다.

29.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하루나 이틀 안에 팔아야 한다.

30. 항아리 냉장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1. 그 발명품은 매우 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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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흙으로 만든 작은 항아리가 좀 더 큰 항아리 안에 놓인다.

33. 그런 다음 두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가 부어진다. 

34. 음식은 작은 항아리 안에 놓인다.

35. 모래 안의 수분이 증발할 때, 그것은 작은 항아리에서 열을 빼앗아간다.

36. 이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농부들은 농작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중3 내신대비 천재(김진완) 3과 – 기본편(본문)

※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13 -

1. 지난 백여 년 동안,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 주었다.
(so, / comfortable / have / past / lives / or 
/ inventions / the / made / one / hundred 
/ years / more / over / our). 

2. 전화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allow / to / easily / communicate / 
distances / people / long / telephones / 
over). 

3. 컴퓨터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computers / people / help / faster / work). 

4.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 여행하는 것은 더 쉽
다.
(to / is / it / automobiles / easier / and / 
thanks / airplanes, / travel / to).

5. 그러나 모두가 이런 발명품들로부터 혜택을 받
고 있을까?
(inventions / does / benefit / these / 
everyone / but / from)? 

6. 몇몇 발명가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온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this / some / been / that / is / it / 
inventors / themselves / question / have / 
asking). 

7. 고맙게도 그들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those / need / help / ways / most / to / 
they / thankfully, / have / who / help / 
found).

8.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
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people, / in / water / far / live / Africa, / 
especially / many / from / clean). 

본문 순서 배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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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
다.
(to / have / many / hours / they / water / 
walk / get / to).

10. 문제는 먼 거리를 들고 운반하기에 물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is / that / and / carry / a / is / too / the 
/ to / long / water / heavy / lift / distance 
/ problem). 

11.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한 가지 발
명품, 즉 큐드럼을 생각해냈다.
(invention - / the / Q Drum / an / 
designers / up / with / so, / South African 
/ came). 

12. 그것은 글자 Q처럼 생겨서 큐드럼이라고 불린
다.
(looks / it / called / like / it / Q Drum / 
letter / the / because / is / the / Q). 

13. 이 용기는 7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바퀴
처럼 굴릴 수 있다.
(hold / can / and / can / liters / this / 
rolled / container / wheel / it / of / water, 
/ be / like / 75 / a).

14. 전 세계에서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더러운 
물을 마셔서 죽는다.
(dirty / die / world / each / from / than / 
people / around / drinking / more / the / 
6,000 / day / water). 

15. 생명 빨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다.
(LifeStraw / the / can / them / save). 

16. 그것은 커다란 빨대처럼 생겼다.
(straw / like / a / looks / it / big). 



중3 내신대비 천재(김진완) 3과 – 기본편(본문)

※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15 -

17. 놀랍게도 그것은 물을 1,000리터까지 정수할 
수 있고, 1년까지 사용될 수 있다.
(year / 1,000 / liters / can / can / up / 
filter / up / surprisingly, / one / to / and / 
be / water / of / it / used / for / to). 

18. 생명 빨대는 더러운 물에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bacteria / all / and / removes / water / 
almost / LifeStraw / viruses / from / a / 
dirty). 

19. 아이들은 그것을 목에 걸 수 있고 언제든지 더
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
(turn / and / dirty / can / at / wear / it / 
any / around / neck / into / water / children 
/ clean / water / time / their).

20. WHO(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약 10억 명
의 사람들이 안경을 필요로 한다.
(people / around / need / the / eyeglasses 
/ WHO, / a / billion / according / to). 

21.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벌어서, 안경은 그들에게 너무 비싸다.
(of / too / a / day, / make / less / than / 
them / one / expensive / for / so / dollar 
/ are / eyeglasses / them / many).

22.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is / however, / news / there / good). 

23. 영국의 한 과학자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
(eyeglasses / scientist / British / invented / 
a / special).

24. 흥미롭게도, 그의 렌즈에는 안에 액체가 들어 
있다!
(have / interestingly, / lenses / his / them 
/ liquid /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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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각의 안경다리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액
체가 렌즈 안으로 들어간다.
(comes / the / glasses, / a / lenses / dial / 
on / arm / of / each / the / into / when / 
liquid / you / turn / the). 

26. 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액체
이다.
(is / lenses / "power" / of / the / liquid / 
that / it / controls / this / the). 

27. 바라건대 안경 가격이 곧 안경 1개당 1달러로 
내려가면 좋겠다.
(the / pair / to / one / a / hopefully, / 
soon / go / down / will / price / dollar).

28. 어떤 나라에서는 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이 채소와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다.
(fresh / don't / have / fruits / countries, / 
time / for / farmers / a / long / because / 
they / can't / keep / vegetables / and / 
electricity / in / some / enough). 

29.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하루나 이틀 안에 
팔아야 한다.
(two / as / a / day / or / result, / have / 
to / in / sell / they / a / them). 

30. 항아리 냉장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roblem / Pot-in-Pot / can / this / Cooler 
/ the / solve). 

31. 그 발명품은 매우 간단한다.
(is / invention / very / simple / the). 

32. 흙으로 만든 작은 항아리가 좀 더 큰 항아리 
안에 놓인다.
(one / a / into / placed / pot / is / 
earthen / smaller / a / larger). 

33. 그런 다음 두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가 부어
진다. 
(pots / the / sand / between / wet / poured 
/ then / is /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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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식은 작은 항아리 안에 놓인다.
(pot / food / the / put / into / the / 
smaller / is).

35. 모래 안의 수분이 증발할 때, 그것은 작은 항
아리에서 열을 빼앗아간다.
(the / evaporates, / smaller / the / in / the 
/ sand / takes / when / it / from / away / 
heat / pot / water). 

36. 이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농부들은 농작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longer / can / keep / farmers / by / this 
/ crops / cooler, /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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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past one hundred years or so, 
inventions [have made/made]1) our lives 
more [comfortably/comfortable]2).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
communicating]3) easily over long distances. 
Computers help people [working/work]4) 
faster.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it is easier to travel. But [does/do]5)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It is 
this question [that/what]6)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have been asked]7) 
[themselves/them]8). Thankfully, they [have 
found/found]9) ways to help those 
[which/who]10) [needs/need]11) help most.

Q Drum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s/live]12) far from clean water. They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The 
problem is [that/what]13) water is too 
[heavily/heavy]14)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So, South African designers came 
up with an invention - the Q Drum. It [is 
called/calls]15) the Q Drum [because 
of/because]16) it looks like the letter Q. This 
container can hold 75 liters of water, and 
[they/it]17) can [be rolled/roll]18) like a wheel.

LifeStraw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 
[dies/die]19) each day from [drinking/drink]20) 
dirty water. The LifeStraw can save [them/i
t]21). It looks like a big straw. Surprisingly, 
[they/it]22) can filter up to 1,000 liters of 
water and can [be used/use]23) for up to one 
year. A LifeStraw removes [almost/most]24)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dirty water. 
Children can wear [them/it]25) around their 
neck and turn dirty water [into/from]26) 
clean water at any time.

Liquid Glasses
 According [to/as]27) the WHO, around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Many of them 
make [less/more]28) than one dollar a day, 
so eyeglasses are too [expensive/cheap]29) 
for them.

 [However/Therefore]30), there [are/is]31) 
good news. A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Interestingly, his lenses have [liquid/solid]32) 
[outside/inside]33) [them/it]34)!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It is this liquid 
[that/what]35) [controls/control]36) the "power" 
of the lenses. Hopefully, the price will soon 
go [down/up]37) to one dollar a pair.

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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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in-Pot Cooler
 In some countries, farmers can't keep 
vegetables and fruits [freshly/fresh]38) for a 
long time [because of/because]39)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As a result, they 
have to sell [them/it]40) in a day or two. The 
Pot-in-Pot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A smaller earthen 
pot [is placed/places]41) into a larger [ones/on
e]42). Then wet sand [is poured/pours]43) 
[among/between]44) the two pots.
 The food [is put/puts]45) into the smaller 
pot.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With/By]46) using this cooler, farmers can 
keep crops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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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47) the past one hundred years or so, 
inventions have made our lives more 
_______48). Telephones ____49) people ___ 
_______50) easily ____51) long distances. 
Computers help people work faster. _____ 
___52) _______53) and airplanes, it is easier 
to travel. But does everyone _____54) from 
these ______55)? It is this question that some 
inventors ____ ____ _____56) themselves. 
_______57), they have found ways to help 
____ ____58) need help most.

Q Drum
 Many people, ______59) in Africa, live ____ 
____60) clean water. They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___ ____ ___ ____ ___ ____61) a 
long distance. So, South African designers 
____ ___ ____62) an invention - the Q Drum. 
It ___ ____63) the Q Drum ______64) ___ ____ 
____65) the letter Q. This ______66) can ___
_67) 75 liters of water, and it ___ ___ ____
_68) ____ ___ ____69).

LifeStraw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 
die each day from drinking dirty water. The 
LifeStraw can save them. ___ ____ ___70) a 
big _____71). _______72), it can _____73) ___ 
___74) 1,000 liters of water and ___ ___ ___
_75) for ___ ___76) one year. A LifeStraw 
_____77)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dirty water. Children can wear it around 
their neck and ____78) dirty water ____79) 
clean water ___ ____ ____80).

Liquid Glasses
 ______ ___81) the WHO, around a _____82) 
people need eyeglasses. Many of them make 
____ ____83) one dollar a day, so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______84), there 
is good news. A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_______85), his lenses have _____86) inside 
them! When you ____ ___ ____87) on each 
arm of the glasses,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It is this liquid that _____88) 
the "_____89)" of the lenses. _______90), the 
price will soon ___ ____ ___91) one dollar a 
pair.

Pot-in-Pot Cooler
 In some countries, farmers can't ____92) 
vegetables and fruits fresh ____ ___ ____ 
____93) ______94) they don't have enough 
_______95). ___ ___ ____96),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The Pot-in-Pot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A smaller _____97) pot is placed 
into a larger one. Then wet sand is _____98) 
between the two pots.
 The food ___ ____ ____99) the smaller pot. 
When the water in the sand _______100), it 
____ ____101) heat from the smaller pot. ___ 
_____102) this cooler, farmers can keep 
_____103) longer.

본문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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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ve made
2) comfortable
3) to communicate
4) work
5) does
6) that
7) have been asking
8) themselves
9) have found
10) who
11) need
12) live
13) that
14) heavy
15) is called
16) because
17) it
18) be rolled
19) die
20) drinking
21) them
22) it
23) be used
24) almost
25) it
26) into
27) to
28) less
29) expensive
30) However
31) is
32) liquid
33) inside
34) them
35) that
36) controls
37) down
38) fresh
39) because
40) them
41) is placed
42) one
43) is poured
44) between
45) is put
46) By
47) Over
48) comfortable
49) allow
50) to communicate
51) over
52) Thanks to
53) automobiles
54) benefit
55) inventions
56) have been asking
57) Thankfully
58) those who
59) especially
60) far from
61) too heavy to lift and carry
62) came up with
63) is called
64) because

65) it looks like
66) container
67) hold
68) can be rolled
69) like a wheel
70) It looks like
71) straw
72) Surprisingly
73) filter
74) up to
75) can be used
76) up to
77) removes
78) turn
79) into
80) at any time
81) According to
82) billion
83) less than
84) However
85) Interestingly
86) liquid
87) turn a dial
88) controls
89) power
90) Hopefully
91) go down to
92) keep
93) for a long time
94) because
95) electricity
96) As a result
97) earthen
98) poured
99) is put into
100) evaporates
101) takes away
102) By using
103) cr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