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cision 결심, 판단, 판결 31 conclusion 결론

2 homeless 집 없는, 노숙의 32 despite ~에도 불구하고

3 pass ~ by ~를 지나치다, 지나쳐가다 33 obstacle 방해물, 장애물

4 personal 개인적인 34 face
얼굴, 체면, 직면하다, 향하

다

5 insignificant 무의미한, 하찮은 35 severe 혹독한, 심한

6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시기에 36 brave 용감한

7 bring about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37 many other 많은 다른

8 through
~를 통해, 통과해, 내내, 완

전히, 끝나서
38 follow suit 방금 남이 한대로 따라하다

9 disabled
불구가 된, 신체장애가 있

는
39 organization

단체, 조직, 기관, 구성, 정

리

10 due to ~ 때문에 40 campus project (대학)교정 프로젝트

11 polio 소아마비(poliomyelitis) 41 provide 제공하다

12 at the age of ~의 나이에 42 wheelchair repair 휠체어 수리

13 paralyze 마비시키다 43 appoint 임명하다, 약속하다

14 from ~ down ~부터 아래로 44 director
책임자, (영화)감독, 교장,

이사

15 several 여럿의 45 agency
기능, 중개(사), 기관, 대행

(사)

16 toe 발가락, 발끝 46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17 attend
참석하다, 수반하다, 동행

하다, 유의하다
47 unfit for ~에 부적합한

18 stare at
~를 응시하다, ~에 시선을

두다
48 African American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19 senior
연장자, 어른, 졸업반 학생,

손위의, 선배의, 최고학년
49 board

판자, 칠판, 판지, 식사, 위

원회, 탑승하다, 널을 대다

20 instead of ~의 대신에 50
a long[an endless]
day

긴[끝없는] 하루, 힘든 하루

21 prisoner 죄수, 갇힌 자, 포로 51 reserve
예약하다, (예비로) 마련하

다, 보류하다, 보호구역, 비

22 disability 장애 52 separate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격리하

다

23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53 of color 유색인종의

24 celebrity 유명인, 유명세 54 housing [불가산]주택

25 graduate from ~를 졸업하다 55 fill 채우다

26 admit
인정하다, 허용하다, 입학

(입장)을 허가하다
56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27 department 부서 57 give up A to B
A를 B에게 양보하다, 포기

하다

28 vocational 직업적인 58 passenger 승객

29 rehabilitation 재활 59 choice 선택, 선택사항

30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60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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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and up to ~에 맞서다 91 shortage 부족

62 injustice 부정, 불의 92 especially 특히

63 quietly 조용히 93 concerned 걱정되는, 관련되는

64 arrest 체포하다, 체포 94 set up 설치하다, 차리다

65 boycott
보이콧하다, 구매거부를 하

다, 보이콧
95 aid

원조하다, 돕다, 원조, 도움,

보조기구

66 last 지속되다 96 arrange
배열하다, 준비하다, 각색

하다, 편곡하다, 합의하다

67 U.S. Supreme Court 미국 연방 대법원 97 relocation 재배치, 이동시키기

68 rule
규칙, 관습, 통치,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선 긋
98 persuade 설득하다

69 segregation 인종차별 99 stranger 낯선 사람, 생소한 사람

70 unconstitutional
비헌법적인, 헌법에 위배되

는
100 take ~ in

1. 받아들이다 2. 섭취하다

3. 포함하다 4. 속이다

71 ruling
지배하는, 주된, 지배, 판결,

줄긋기
101 stick to

~에 붙다, ~를 지키다, ~에

집착하다

72 spark
불꽃, 번득임, 멋진 젊은이,

불꽃이 튀다, 발화시키다
102 motto 좌우명, 격언

73 successful 성공적인 103 effort 노력

74 non-violent 비폭력적인 104 cross
가로지르다, 교차하다, 십

자가, 고난

75 civil right 시민권 105 journey 여행

76 protest
항의하다, 주장하다, 지급

거절하다, 항의(시위), 주장
106 follow

[타]뒤따르다, [자]뒤따라오

다

77 take ~ over
1. ~를 점령하다 2. ~를 인

수하다 3. 탈취하다
107 save

떼어두다, 절약하다, 저축

하다, 구하다, 저장하다

78 prepared for ~에 대해 준비된 108 in total 총, 합계로

79 receive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

다
109 go a long way

1. 오래가다 2. 큰 도움이

되다

80 refugee 난민 110 twice 두 번, 두 배

81 assignment 과제, 할당, 지시, 임무 111 future 미래, 미래의

82 bother ~ing/to R ~하려고 애쓰다 112 possibly 아마도

83 for a moment 잠시 동안 113 entire 전체적인, 전체의

84 have fun 재미있게 지내다 114 someday 훗날에(미래)

85 put ~ first ~를 우선시하다

86 head to ~로 향하다, 가다

87 strike
때리다, 마주치다, 충격을

주다

88 harsh 거친, 사나운, 혹독한

89 refugee camp 피난민 수용소

90 overcrowd ~를 매우 혼잡하게 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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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cision 31 conclusion

2 homeless 32 despite

3 pass ~ by 33 obstacle

4 personal 34 face

5 insignificant 35 severe

6 at the time 36 brave

7 bring about 37 many other

8 through 38 follow suit

9 disabled 39 organization

10 due to 40 campus project

11 polio 41 provide

12 at the age of 42 wheelchair repair

13 paralyze 43 appoint

14 from ~ down 44 director

15 several 45 agency

16 toe 46 consider

17 attend 47 unfit for

18 stare at 48 African American

19 senior 49 board

20 instead of 50
a long[an endless]
day

21 prisoner 51 reserve

22 disability 52 separate A from B

23 think of A as B 53 of color

24 celebrity 54 housing

25 graduate from 55 fill

26 admit 56 insist

27 department 57 give up A to B

28 vocational 58 passenger

29 rehabilitation 59 choice

30 refuse 60 either A or B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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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and up to 91 shortage

62 injustice 92 especially

63 quietly 93 concerned

64 arrest 94 set up

65 boycott 95 aid

66 last 96 arrange

67 U.S. Supreme Court 97 relocation

68 rule 98 persuade

69 segregation 99 stranger

70 unconstitutional 100 take ~ in

71 ruling 101 stick to

72 spark 102 motto

73 successful 103 effort

74 non-violent 104 cross

75 civil right 105 journey

76 protest 106 follow

77 take ~ over 107 save

78 prepared for 108 in total

79 receive 109 go a long way

80 refugee 110 twice

81 assignment 111 future

82 bother ~ing/to R 112 possibly

83 for a moment 113 entire

84 have fun 114 someday

85 put ~ first

86 head to

87 strike

88 harsh

89 refugee camp

90 overcrowd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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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habilitation 31 refuse

2 attend 32 take ~ over

3 appoint 33 personal

4
a long[an endless]
day

34 decision

5 strike 35 through

6 relocation 36 admit

7 conclusion 37 think of A as B

8 refugee camp 38 passenger

9 obstacle 39 pass ~ by

10 polio 40 save

11 U.S. Supreme Court 41 take ~ in

12 non-violent 42 motto

13 prepared for 43 insist

14 assignment 44 from ~ down

15 celebrity 45 twice

16 last 46 housing

17 board 47 reserve

18 stick to 48 give up A to B

19 unconstitutional 49 overcrowd

20 shortage 50 effort

21 cross 51 go a long way

22 quietly 52 persuade

23 agency 53 provide

24 disability 54 harsh

25 many other 55 receive

26 at the time 56 unfit for

27 boycott 57 homeless

28 concerned 58 face

29 put ~ first 59 rule

30 choice 60 brav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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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재활 31 거절하다, 거부하다

2
참석하다, 수반하다, 동행

하다, 유의하다
32

1. ~를 점령하다 2. ~를 인

수하다 3. 탈취하다

3 임명하다, 약속하다 33 개인적인

4 긴[끝없는] 하루, 힘든 하루 34 결심, 판단, 판결

5
때리다, 마주치다, 충격을

주다
35

~를 통해, 통과해, 내내, 완

전히, 끝나서

6 재배치, 이동시키기 36
인정하다, 허용하다, 입학

(입장)을 허가하다

7 결론 37 A를 B로 여기다

8 피난민 수용소 38 승객

9 방해물, 장애물 39 ~를 지나치다, 지나쳐가다

10 소아마비(poliomyelitis) 40
떼어두다, 절약하다, 저축

하다, 구하다, 저장하다

11 미국 연방 대법원 41
1. 받아들이다 2. 섭취하다

3. 포함하다 4. 속이다

12 비폭력적인 42 좌우명, 격언

13 ~에 대해 준비된 43 주장하다, 고집하다

14 과제, 할당, 지시, 임무 44 ~부터 아래로

15 유명인, 유명세 45 두 번, 두 배

16 지속되다 46 [불가산]주택

17
판자, 칠판, 판지, 식사, 위

원회, 탑승하다, 널을 대다
47

예약하다, (예비로) 마련하

다, 보류하다, 보호구역, 비

18
~에 붙다, ~를 지키다, ~에

집착하다
48

A를 B에게 양보하다, 포기

하다

19
비헌법적인, 헌법에 위배되

는
49 ~를 매우 혼잡하게 하다

20 부족 50 노력

21
가로지르다, 교차하다, 십

자가, 고난
51

1. 오래가다 2. 큰 도움이

되다

22 조용히 52 설득하다

23
기능, 중개(사), 기관, 대행

(사)
53 제공하다

24 장애 54 거친, 사나운, 혹독한

25 많은 다른 55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

다

26 그 당시에, 그 시기에 56 ~에 부적합한

27
보이콧하다, 구매거부를 하

다, 보이콧
57 집 없는, 노숙의

28 걱정되는, 관련되는 58
얼굴, 체면, 직면하다, 향하

다

29 ~를 우선시하다 59
규칙, 관습, 통치,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선 긋

30 선택, 선택사항 60 용감한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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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habilitation 31 refuse

2 attend 32 take ~ over

3 appoint 33 personal

4
a long[an endless]
day

34 decision

5 strike 35 through

6 재배치, 이동시키기 36
인정하다, 허용하다, 입학

(입장)을 허가하다

7 결론 37 A를 B로 여기다

8 피난민 수용소 38 승객

9 방해물, 장애물 39 ~를 지나치다, 지나쳐가다

10 소아마비(poliomyelitis) 40
떼어두다, 절약하다, 저축

하다, 구하다, 저장하다

11 U.S. Supreme Court 41 take ~ in

12 non-violent 42 motto

13 prepared for 43 insist

14 assignment 44 from ~ down

15 celebrity 45 twice

16 지속되다 46 [불가산]주택

17
판자, 칠판, 판지, 식사, 위

원회, 탑승하다, 널을 대다
47

예약하다, (예비로) 마련하

다, 보류하다, 보호구역, 비

18
~에 붙다, ~를 지키다, ~에

집착하다
48

A를 B에게 양보하다, 포기

하다

19
비헌법적인, 헌법에 위배되

는
49 ~를 매우 혼잡하게 하다

20 부족 50 노력

21 cross 51 go a long way

22 quietly 52 persuade

23 agency 53 provide

24 disability 54 harsh

25 many other 55 receive

26 그 당시에, 그 시기에 56 ~에 부적합한

27
보이콧하다, 구매거부를 하

다, 보이콧
57 집 없는, 노숙의

28 걱정되는, 관련되는 58
얼굴, 체면, 직면하다, 향하

다

29 ~를 우선시하다 59
규칙, 관습, 통치,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선 긋

30 선택, 선택사항 60 용감한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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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habilitation 재활 31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2 attend
참석하다, 수반하다, 동행

하다, 유의하다
32 take ~ over

1. ~를 점령하다 2. ~를 인

수하다 3. 탈취하다

3 appoint 임명하다, 약속하다 33 personal 개인적인

4
a long[an endless]
day

긴[끝없는] 하루, 힘든 하루 34 decision 결심, 판단, 판결

5 strike
때리다, 마주치다, 충격을

주다
35 through

~를 통해, 통과해, 내내, 완

전히, 끝나서

6 relocation 재배치, 이동시키기 36 admit
인정하다, 허용하다, 입학

(입장)을 허가하다

7 conclusion 결론 37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8 refugee camp 피난민 수용소 38 passenger 승객

9 obstacle 방해물, 장애물 39 pass ~ by ~를 지나치다, 지나쳐가다

10 polio 소아마비(poliomyelitis) 40 save
떼어두다, 절약하다, 저축

하다, 구하다, 저장하다

11 U.S. Supreme Court 미국 연방 대법원 41 take ~ in
1. 받아들이다 2. 섭취하다

3. 포함하다 4. 속이다

12 non-violent 비폭력적인 42 motto 좌우명, 격언

13 prepared for ~에 대해 준비된 43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14 assignment 과제, 할당, 지시, 임무 44 from ~ down ~부터 아래로

15 celebrity 유명인, 유명세 45 twice 두 번, 두 배

16 last 지속되다 46 housing [불가산]주택

17 board
판자, 칠판, 판지, 식사, 위

원회, 탑승하다, 널을 대다
47 reserve

예약하다, (예비로) 마련하

다, 보류하다, 보호구역, 비

18 stick to
~에 붙다, ~를 지키다, ~에

집착하다
48 give up A to B

A를 B에게 양보하다, 포기

하다

19 unconstitutional
비헌법적인, 헌법에 위배되

는
49 overcrowd ~를 매우 혼잡하게 하다

20 shortage 부족 50 effort 노력

21 cross
가로지르다, 교차하다, 십

자가, 고난
51 go a long way

1. 오래가다 2. 큰 도움이

되다

22 quietly 조용히 52 persuade 설득하다

23 agency
기능, 중개(사), 기관, 대행

(사)
53 provide 제공하다

24 disability 장애 54 harsh 거친, 사나운, 혹독한

25 many other 많은 다른 55 receive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

다

26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시기에 56 unfit for ~에 부적합한

27 boycott
보이콧하다, 구매거부를 하

다, 보이콧
57 homeless 집 없는, 노숙의

28 concerned 걱정되는, 관련되는 58 face
얼굴, 체면, 직면하다, 향하

다

29 put ~ first ~를 우선시하다 59 rule
규칙, 관습, 통치,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선 긋

30 choice 선택, 선택사항 60 brave 용감한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