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doctor's office 진료실 31 mound 더미, 언덕

2 observe 관찰하다 32 reach (높이 등이) ~에 이르다

3 discover 발견하다 33 height 높이

4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34 another 또 다른

5 medicine 약 35 fact 사실

6 roll up (둥글게 말아) 올리다 36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7 sleeve (옷의) 소매 37 temperature 온도

8 shot 주사 38 vary 다양하다

9 upper arm 윗쪽 팔 39 degree 정도, 도

10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40 Celsius 섭씨

11 lowly 낮은, 하찮은 41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12 mosquito 모기 42 rise 오르다, 뜨다

13 bite 물다 43 through ~를 통해서

14 without ~없이 44 bottom 바닥

15 figure out
~을 이해하다, ~을 알아내

다
45 inspire 영감을 주다

16 secret 비밀 46 architect 건축가

17 painless 고통없는 47 construct 건설하다, 만들다

18 procedure 절차 48 passive 수동적인

19 biomimetics 생체 모방 기술 49 equipment 장비

20 by Ving ~함으로써 50 reduce 줄이다

21 copy(동사) 모방하다 51 cost(명사) 비용

22 sound(동사) 들리다 52 by (정도 차이 전치사) ~만큼

23 complicated 복잡한 53 winglet 작은 날개

24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54 tip 끝(부분)

25 near 가까운 55 upward 위쪽으로

26 air conditioning 냉방 56 neat 아담한, 깔끔한

27 termite 흰개미 57 measurable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28 creature 생물 58 benefit 이익, 이점

29 incredible 엄청난, 믿을 수 없는 59 flight 비행

30 structure 구조 60 smooth(동사) 부드럽게 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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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low(명사) 흐름 91 means 수단, 방법

62 , which 그리고 그것은 92 perfect(동사) 완벽하게 만들다

63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93 invent 발명하다

64 work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65 result 결과

66 save 절약하다

67 fuel 연료

68 beneficial 이익이 되는

69 not just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0 environment 환경

71 passenger 승객

72 wallet 지갑

73 sea urchin (해양 생물) 성게

74 bony 가시가 많은

75 claw 발톱

76 arcade 아케이드, 오락실

77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78 grab 잡다, 움켜쥐다

79 grind (잘게) 갈다

80 efficiency 효율성

81 incorporation 혼합, 포함

82 planet 행성

83 collect 수집하다

84 soil 흙

85 standard 표준, 기준

86 method 방법

87 shovel 삽

88 grand 웅장한, 거대한

89 scale 규모, 크기

90 experiment 실험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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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doctor's office 31 mound

2 observe 32 reach

3 discover 33 height

4 take A to B 34 another

5 medicine 35 fact

6 roll up 36 even though

7 sleeve 37 temperature

8 shot 38 vary

9 upper arm 39 degree

10 what if 40 Celsius

11 lowly 41 during the day

12 mosquito 42 rise

13 bite 43 through

14 without 44 bottom

15 figure out 45 inspire

16 secret 46 architect

17 painless 47 construct

18 procedure 48 passive

19 biomimetics 49 equipment

20 by Ving 50 reduce

21 copy(동사) 51 cost(명사)

22 sound(동사) 52 by

23 complicated 53 winglet

24 once(접속사) 54 tip

25 near 55 upward

26 air conditioning 56 neat

27 termite 57 measurable

28 creature 58 benefit

29 incredible 59 flight

30 structure 60 smooth(동사)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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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low(명사) 91 means

62 , which 92 perfect(동사)

63 conserve 93 invent

64 work

65 result

66 save

67 fuel

68 beneficial

69 not just A but also B

70 environment

71 passenger

72 wallet

73 sea urchin

74 bony

75 claw

76 arcade

77 efficient

78 grab

79 grind

80 efficiency

81 incorporation

82 planet

83 collect

84 soil

85 standard

86 method

87 shovel

88 grand

89 scale

90 experiment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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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ise 31 perfect(동사)

2 structure 32 take A to B

3 copy(동사) 33 neat

4 construct 34 painless

5 passive 35 , which

6 lowly 36 experiment

7 soil 37 height

8 flow(명사) 38 sound(동사)

9 planet 39 smooth(동사)

10 measurable 40 upper arm

11 observe 41 not just A but also B

12 incredible 42 conserve

13 method 43 another

14 reach 44 invent

15 by 45 bony

16 shot 46 scale

17 means 47 grand

18 what if 48 efficiency

19 fuel 49 standard

20 mound 50 biomimetics

21 without 51 upward

22 through 52 mosquito

23 collect 53 air conditioning

24 even though 54 cost(명사)

25 sea urchin 55 efficient

26 flight 56 save

27 sleeve 57 temperature

28 medicine 58 reduce

29 architect 59 by Ving

30 winglet 60 benefit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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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오르다, 뜨다 31 완벽하게 만들다

2 구조 32 A를 B로 데려가다

3 모방하다 33 아담한, 깔끔한

4 건설하다, 만들다 34 고통없는

5 수동적인 35 그리고 그것은

6 낮은, 하찮은 36 실험

7 흙 37 높이

8 흐름 38 들리다

9 행성 39 부드럽게 하다

10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40 윗쪽 팔

11 관찰하다 41 A뿐만 아니라 B도

12 엄청난, 믿을 수 없는 42 보존하다, 보호하다

13 방법 43 또 다른

14 (높이 등이) ~에 이르다 44 발명하다

15 (정도 차이 전치사) ~만큼 45 가시가 많은

16 주사 46 규모, 크기

17 수단, 방법 47 웅장한, 거대한

18 만약 ~라면 어떨까 48 효율성

19 연료 49 표준, 기준

20 더미, 언덕 50 생체 모방 기술

21 ~없이 51 위쪽으로

22 ~를 통해서 52 모기

23 수집하다 53 냉방

24 비록 ~일지라도 54 비용

25 (해양 생물) 성게 55 효율적인, 능률적인

26 비행 56 절약하다

27 (옷의) 소매 57 온도

28 약 58 줄이다

29 건축가 59 ~함으로써

30 작은 날개 60 이익, 이점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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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ise 31 perfect(동사)

2 structure 32 take A to B

3 copy(동사) 33 neat

4 construct 34 painless

5 passive 35 , which

6 낮은, 하찮은 36 실험

7 흙 37 높이

8 흐름 38 들리다

9 행성 39 부드럽게 하다

10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40 윗쪽 팔

11 observe 41 not just A but also B

12 incredible 42 conserve

13 method 43 another

14 reach 44 invent

15 by 45 bony

16 주사 46 규모, 크기

17 수단, 방법 47 웅장한, 거대한

18 만약 ~라면 어떨까 48 효율성

19 연료 49 표준, 기준

20 더미, 언덕 50 생체 모방 기술

21 without 51 upward

22 through 52 mosquito

23 collect 53 air conditioning

24 even though 54 cost(명사)

25 sea urchin 55 efficient

26 비행 56 절약하다

27 (옷의) 소매 57 온도

28 약 58 줄이다

29 건축가 59 ~함으로써

30 작은 날개 60 이익, 이점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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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ise 오르다, 뜨다 31 perfect(동사) 완벽하게 만들다

2 structure 구조 32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3 copy(동사) 모방하다 33 neat 아담한, 깔끔한

4 construct 건설하다, 만들다 34 painless 고통없는

5 passive 수동적인 35 , which 그리고 그것은

6 lowly 낮은, 하찮은 36 experiment 실험

7 soil 흙 37 height 높이

8 flow(명사) 흐름 38 sound(동사) 들리다

9 planet 행성 39 smooth(동사) 부드럽게 하다

10 measurable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40 upper arm 윗쪽 팔

11 observe 관찰하다 41 not just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2 incredible 엄청난, 믿을 수 없는 42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13 method 방법 43 another 또 다른

14 reach (높이 등이) ~에 이르다 44 invent 발명하다

15 by (정도 차이 전치사) ~만큼 45 bony 가시가 많은

16 shot 주사 46 scale 규모, 크기

17 means 수단, 방법 47 grand 웅장한, 거대한

18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48 efficiency 효율성

19 fuel 연료 49 standard 표준, 기준

20 mound 더미, 언덕 50 biomimetics 생체 모방 기술

21 without ~없이 51 upward 위쪽으로

22 through ~를 통해서 52 mosquito 모기

23 collect 수집하다 53 air conditioning 냉방

24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54 cost(명사) 비용

25 sea urchin (해양 생물) 성게 55 efficient 효율적인, 능률적인

26 flight 비행 56 save 절약하다

27 sleeve (옷의) 소매 57 temperature 온도

28 medicine 약 58 reduce 줄이다

29 architect 건축가 59 by Ving ~함으로써

30 winglet 작은 날개 60 benefit 이익, 이점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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