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ars 화성 31 average 평균의

2 recent 최근의 32 thick 두꺼운

3 research 연구 33 completely 완전히

4 prove 입증하다 34 melt 녹다

5 in fact 사실상 35 sunlight 햇빛

6 plan 계획하다 36 experience 경험하다

7 part 부분 37 temperature 기온

8 great 위대한 38 design 고안하다

9 extra 여분의 39 protect 보호하다

10 sleep in 늦잠자기, 늦잠자다 40 serious 심각한

11 rotate 회전하다, 자전하다 41 dust storm 먼지 폭풍

12 almost 거의 42 frequently 자주

13 exactly 정확하게 43 entire 전체의

14 compare 비교하다 44 throw up 치솟게 하다

15 far 훨씬 45 lack 부족하다, 부족

16 last 지속하다, 마지막의 46 protective 보호하는

17 season 계절 47 ozone layer 오존층

18 atmosphere 대기, 대기권 48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19 air 공기 49 severely 심하게

20 nitrogen 질소 50 sunburned 화상을 입은

21 consist of ~로 구성되다 51 struggle 애쓰다

2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52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23 breathe 숨 쉬다 53 weigh 무게가 나가다

24 quickly 빨리 54 reduce 줄이다

25 possibly 가능하게, 아마도 55 gravity 중력

26 surface 표면 56 skeletal system 골격구조

27 produc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57 normally 정상적으로, 보통

28 split 분리하다 58 work
일하다,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

29 hydrogen 수소 59 muscle 근육

30 atom 원자 60 bone 뼈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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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and up 지탱하다 91 soil 토양

62 shrink 줄어들다 92 simulate 모의실험하다

63 experiment 실험 93 condition 상태, 환경[상황], 조건

64 nowadays 최근 94 grow 재배하다

65 attraction 매력, 관광명소 95 vegetable 채소

66 exotic 이국적인 96 report 보고하다

67 scenery 경치 97 different 다른

68 Martian 화성의 98 species 종

69 cloud of dust 먼지 구름 99 actually 실제로

70 valley 계곡 100 argue 주장하다

71 solar system 태양계 101 healthy 건강한

72 volcano 화산 102 concern 걱정, 염려

73 surrounding 둘러싼 103 safety 안전

74 plain 분명한, 평범한, 평야 104 plant 심다, 식물

75 distance 거리 105 point out 지적하다

76 magnificent 훌륭한 106 contain 포함하다, 함유하다

77 wonder 경이로움, 경이 107 heavy metal 중금속

78 wander 배회하다 108 lead 납

79 deep 깊은 109 iron 철

80 nomadic 유목민의 110 consumption (에너지, 식품, 물질의) 소비

81 hunter-gatherer 수렵 채취인 111 pretty 꽤

82 impulse 충동 112 exciting 신나는, 흥미진진한

83 reason 이유 113 food crop 식용 작물

84 wish 바라다 114 sustain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살

아가게 하다

85 imagination 상상력 115 surely 분명히

86 fast-developing 빠르게 발전하는 116 significant 중요한

87 science 과학 117 colony 식민지

88 technology 기술 118 piece 조각(보드게임의 피스)

89 impressive 인상적인 119 board 보드[판]

90 result 결과 120 at least 최소한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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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touch 닿다, 만지다

122 overlap 겹치다

123 add 더하다

124 park 공원, 주차하다

125 beside ~ 옆에

126 farm 농장

127 police station 경찰서

128 the public 대중

129 in order 질서정연한

130 relax 휴식을 취하다

131 take a walk 산책하다

132 eastern 동쪽의

133 western 서쪽의

134 fire station 소방서

135 fantastic 환상적인

136 entertainment park 놀이공원

137 pool 수영장

138 lastly 마지막으로

139 raise 기르다

140 livestock 가축

141 cattle 소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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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ars 31 average

2 recent 32 thick

3 research 33 completely

4 prove 34 melt

5 in fact 35 sunlight

6 plan 36 experience

7 part 37 temperature

8 great 38 design

9 extra 39 protect

10 sleep in 40 serious

11 rotate 41 dust storm

12 almost 42 frequently

13 exactly 43 entire

14 compare 44 throw up

15 far 45 lack

16 last 46 protective

17 season 47 ozone layer

18 atmosphere 48 sunscreen

19 air 49 severely

20 nitrogen 50 sunburned

21 consist of 51 struggle

22 carbon dioxide 52 lose weight

23 breathe 53 weigh

24 quickly 54 reduce

25 possibly 55 gravity

26 surface 56 skeletal system

27 produce 57 normally

28 split 58 work

29 hydrogen 59 muscle

30 atom 60 bone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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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and up 91 soil

62 shrink 92 simulate

63 experiment 93 condition

64 nowadays 94 grow

65 attraction 95 vegetable

66 exotic 96 report

67 scenery 97 different

68 Martian 98 species

69 cloud of dust 99 actually

70 valley 100 argue

71 solar system 101 healthy

72 volcano 102 concern

73 surrounding 103 safety

74 plain 104 plant

75 distance 105 point out

76 magnificent 106 contain

77 wonder 107 heavy metal

78 wander 108 lead

79 deep 109 iron

80 nomadic 110 consumption

81 hunter-gatherer 111 pretty

82 impulse 112 exciting

83 reason 113 food crop

84 wish 114 sustain

85 imagination 115 surely

86 fast-developing 116 significant

87 science 117 colony

88 technology 118 piece

89 impressive 119 board

90 result 120 at least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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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touch

122 overlap

123 add

124 park

125 beside

126 farm

127 police station

128 the public

129 in order

130 relax

131 take a walk

132 eastern

133 western

134 fire station

135 fantastic

136 entertainment park

137 pool

138 lastly

139 raise

140 livestock

141 cattle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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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w up 31 actually

2 concern 32 experience

3 weigh 33 skeletal system

4 grow 34 fast-developing

5 sunlight 35 surely

6 exotic 36 safety

7 lead 37 piece

8 bone 38 design

9 hunter-gatherer 39 almost

10 beside 40 result

11 temperature 41 argue

12 solar system 42 entire

13 pool 43 melt

14 valley 44 relax

15 technology 45 deep

16 lose weight 46 prove

17 shrink 47 police station

18 western 48 carbon dioxide

19 touch 49 extra

20 great 50 food crop

21 entertainment park 51 rotate

22 reduce 52 serious

23 wish 53 magnificent

24 report 54 livestock

25 condition 55 completely

26 Mars 56 at least

27 frequently 57 muscle

28 cattle 58 protective

29 fantastic 59 volcano

30 cloud of dust 60 vegetable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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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치솟게 하다 31 실제로

2 걱정, 염려 32 경험하다

3 무게가 나가다 33 골격구조

4 재배하다 34 빠르게 발전하는

5 햇빛 35 분명히

6 이국적인 36 안전

7 납 37 조각(보드게임의 피스)

8 뼈 38 고안하다

9 수렵 채취인 39 거의

10 ~ 옆에 40 결과

11 기온 41 주장하다

12 태양계 42 전체의

13 수영장 43 녹다

14 계곡 44 휴식을 취하다

15 기술 45 깊은

16 체중을 줄이다 46 입증하다

17 줄어들다 47 경찰서

18 서쪽의 48 이산화탄소

19 닿다, 만지다 49 여분의

20 위대한 50 식용 작물

21 놀이공원 51 회전하다, 자전하다

22 줄이다 52 심각한

23 바라다 53 훌륭한

24 보고하다 54 가축

25 상태, 환경[상황], 조건 55 완전히

26 화성 56 최소한

27 자주 57 근육

28 소 58 보호하는

29 환상적인 59 화산

30 먼지 구름 60 채소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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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w up 31 actually

2 concern 32 experience

3 weigh 33 skeletal system

4 grow 34 fast-developing

5 sunlight 35 surely

6 이국적인 36 안전

7 납 37 조각(보드게임의 피스)

8 뼈 38 고안하다

9 수렵 채취인 39 거의

10 ~ 옆에 40 결과

11 temperature 41 argue

12 solar system 42 entire

13 pool 43 melt

14 valley 44 relax

15 technology 45 deep

16 체중을 줄이다 46 입증하다

17 줄어들다 47 경찰서

18 서쪽의 48 이산화탄소

19 닿다, 만지다 49 여분의

20 위대한 50 식용 작물

21 entertainment park 51 rotate

22 reduce 52 serious

23 wish 53 magnificent

24 report 54 livestock

25 condition 55 completely

26 화성 56 최소한

27 자주 57 근육

28 소 58 보호하는

29 환상적인 59 화산

30 먼지 구름 60 채소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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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w up 치솟게 하다 31 actually 실제로

2 concern 걱정, 염려 32 experience 경험하다

3 weigh 무게가 나가다 33 skeletal system 골격구조

4 grow 재배하다 34 fast-developing 빠르게 발전하는

5 sunlight 햇빛 35 surely 분명히

6 exotic 이국적인 36 safety 안전

7 lead 납 37 piece 조각(보드게임의 피스)

8 bone 뼈 38 design 고안하다

9 hunter-gatherer 수렵 채취인 39 almost 거의

10 beside ~ 옆에 40 result 결과

11 temperature 기온 41 argue 주장하다

12 solar system 태양계 42 entire 전체의

13 pool 수영장 43 melt 녹다

14 valley 계곡 44 relax 휴식을 취하다

15 technology 기술 45 deep 깊은

16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46 prove 입증하다

17 shrink 줄어들다 47 police station 경찰서

18 western 서쪽의 48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19 touch 닿다, 만지다 49 extra 여분의

20 great 위대한 50 food crop 식용 작물

21 entertainment park 놀이공원 51 rotate 회전하다, 자전하다

22 reduce 줄이다 52 serious 심각한

23 wish 바라다 53 magnificent 훌륭한

24 report 보고하다 54 livestock 가축

25 condition 상태, 환경[상황], 조건 55 completely 완전히

26 Mars 화성 56 at least 최소한

27 frequently 자주 57 muscle 근육

28 cattle 소 58 protective 보호하는

29 fantastic 환상적인 59 volcano 화산

30 cloud of dust 먼지 구름 60 vegetable 채소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