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chitect 건축가 31 complete 완성하다

2 inspire 영감을 주다 32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3 industrialize 산업화 하다 33 contain 포함하다

4 produce 만들어내다 34 structure 구조

5 a number of 많은 35 gorgeous 멋진

6 claim 주장(하다) 36 entrance 입구

7 embarrassment 당혹함 37 roof 지붕

8 summit 정상, 꼭대기 38 directly 직접적으로, 바로

9 genius 천재 39 fountain 분수

10 fascinated 매력을 느낀 40 known as ~로 알려진

11 wonder(명사) 놀라운 것 41 hill 언덕

12 surrounding 주변의 42 terrace 테라스

13 countryside 시골 43 multicolored 다채로운

14 take an interest 흥미를 갖다 44 beyond ~를 능가하여, 넘어서서

15 architecture 건축, 건축학, 건축물 45 renovate 개조하다, 새롭게 하다

16 work(명사) 작품, 일 46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17 influence 영향을 주다 47 purchase 구입하다

18 curved 곡선의 48 add 추가하다, 더하다

19 rather than ~라기 보다 49 impressive 인상적인

20 straight 직선의 50 as if 마치 ~인 것 처럼

21 construction 건축물 51 skull 해골

22 be known for ~로 알려지다 52 balcony 발코니

23 bold (색깔이) 현명한 53 column 기둥

24 decorate 장식하다 54 indeed 실제로, 사실

25 tile 타일 55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26 combination 결합 56 window frame 창틀

27 breathtaking 놀랄만한, 숨이 막히는 57 ocean waves 파도

28 visual 시각적인 58 include 포함하다

29 public 대중의 59 ceiling 천장

30 decorative 장식적인 60 wooden 나무로 된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it(동사) 맞추다 91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차리다

62 traditional 전통적인 92 extraordinary 비범한, 뛰어난

63 furniture 가구 93 modern 현대의

64 surface 표면 94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65 thus 그러므로, 그래서 95 characterize 특징짓다

66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67 more than ~이상

68 expect 예상하다

69 anniversary 기념일

70 despite ~에도 불구하고

71 state(명사) 상태

72 incredible 엄청난, 믿을 수 없는

73 draw 끌다

74 estimated 대략

75 million 백만의

76 reach 도달하다

77 height 높이

78 sculpture 조각상

79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80 Bible 성경

81 support 지지하다

82 immediately 즉시

83 branch out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다,

퍼지다

84 so that ~하기 위해서

85 huge 엄청난, 큰

86 skylight 채광창

87 stained glass 스테인드 글라스

88 filter 통과시키다, 거르다

89 project(동사) (빛 등을) 쏘다

90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chitect 31 complete

2 inspire 32 admire

3 industrialize 33 contain

4 produce 34 structure

5 a number of 35 gorgeous

6 claim 36 entrance

7 embarrassment 37 roof

8 summit 38 directly

9 genius 39 fountain

10 fascinated 40 known as

11 wonder(명사) 41 hill

12 surrounding 42 terrace

13 countryside 43 multicolored

14 take an interest 44 beyond

15 architecture 45 renovate

16 work(명사) 46 original

17 influence 47 purchase

18 curved 48 add

19 rather than 49 impressive

20 straight 50 as if

21 construction 51 skull

22 be known for 52 balcony

23 bold 53 column

24 decorate 54 indeed

25 tile 55 remind A of B

26 combination 56 window frame

27 breathtaking 57 ocean waves

28 visual 58 include

29 public 59 ceiling

30 decorative 60 wooden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it(동사) 91 recognize

62 traditional 92 extraordinary

63 furniture 93 modern

64 surface 94 imaginative

65 thus 95 characterize

66 under construction

67 more than

68 expect

69 anniversary

70 despite

71 state(명사)

72 incredible

73 draw

74 estimated

75 million

76 reach

77 height

78 sculpture

79 describe

80 Bible

81 support

82 immediately

83 branch out

84 so that

85 huge

86 skylight

87 stained glass

88 filter

89 project(동사)

90 transform A into B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known for 31 a number of

2 huge 32 ocean waves

3 original 33 incredible

4 surrounding 34 add

5 straight 35 construction

6 so that 36 architect

7 indeed 37 immediately

8 anniversary 38 traditional

9 as if 39 estimated

10 fit(동사) 40 ceiling

11 purchase 41 wonder(명사)

12 despite 42 complete

13 renovate 43 draw

14 produce 44 reach

15 tile 45 work(명사)

16 include 46 project(동사)

17 under construction 47 admire

18 industrialize 48 bold

19 combination 49 recognize

20 furniture 50 more than

21 support 51 public

22 thus 52 column

23 extraordinary 53 embarrassment

24 hill 54 sculpture

25 imaginative 55 countryside

26 entrance 56 wooden

27 filter 57 impressive

28 genius 58 balcony

29 curved 59 summit

30 fascinated 60 Bible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로 알려지다 31 많은

2 엄청난, 큰 32 파도

3 처음의, 원래의 33 엄청난, 믿을 수 없는

4 주변의 34 추가하다, 더하다

5 직선의 35 건축물

6 ~하기 위해서 36 건축가

7 실제로, 사실 37 즉시

8 기념일 38 전통적인

9 마치 ~인 것 처럼 39 대략

10 맞추다 40 천장

11 구입하다 41 놀라운 것

12 ~에도 불구하고 42 완성하다

13 개조하다, 새롭게 하다 43 끌다

14 만들어내다 44 도달하다

15 타일 45 작품, 일

16 포함하다 46 (빛 등을) 쏘다

17 건설 중인 47 존경하다, 감탄하다

18 산업화 하다 48 (색깔이) 현명한

19 결합 49 인정하다, 알아차리다

20 가구 50 ~이상

21 지지하다 51 대중의

22 그러므로, 그래서 52 기둥

23 비범한, 뛰어난 53 당혹함

24 언덕 54 조각상

25 상상력이 풍부한 55 시골

26 입구 56 나무로 된

27 통과시키다, 거르다 57 인상적인

28 천재 58 발코니

29 곡선의 59 정상, 꼭대기

30 매력을 느낀 60 성경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known for 31 a number of

2 huge 32 ocean waves

3 original 33 incredible

4 surrounding 34 add

5 straight 35 construction

6 ~하기 위해서 36 건축가

7 실제로, 사실 37 즉시

8 기념일 38 전통적인

9 마치 ~인 것 처럼 39 대략

10 맞추다 40 천장

11 purchase 41 wonder(명사)

12 despite 42 complete

13 renovate 43 draw

14 produce 44 reach

15 tile 45 work(명사)

16 포함하다 46 (빛 등을) 쏘다

17 건설 중인 47 존경하다, 감탄하다

18 산업화 하다 48 (색깔이) 현명한

19 결합 49 인정하다, 알아차리다

20 가구 50 ~이상

21 support 51 public

22 thus 52 column

23 extraordinary 53 embarrassment

24 hill 54 sculpture

25 imaginative 55 countryside

26 입구 56 나무로 된

27 통과시키다, 거르다 57 인상적인

28 천재 58 발코니

29 곡선의 59 정상, 꼭대기

30 매력을 느낀 60 성경

YBM(한상호) 영어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known for ~로 알려지다 31 a number of 많은

2 huge 엄청난, 큰 32 ocean waves 파도

3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33 incredible 엄청난, 믿을 수 없는

4 surrounding 주변의 34 add 추가하다, 더하다

5 straight 직선의 35 construction 건축물

6 so that ~하기 위해서 36 architect 건축가

7 indeed 실제로, 사실 37 immediately 즉시

8 anniversary 기념일 38 traditional 전통적인

9 as if 마치 ~인 것 처럼 39 estimated 대략

10 fit(동사) 맞추다 40 ceiling 천장

11 purchase 구입하다 41 wonder(명사) 놀라운 것

12 despite ~에도 불구하고 42 complete 완성하다

13 renovate 개조하다, 새롭게 하다 43 draw 끌다

14 produce 만들어내다 44 reach 도달하다

15 tile 타일 45 work(명사) 작품, 일

16 include 포함하다 46 project(동사) (빛 등을) 쏘다

17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47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18 industrialize 산업화 하다 48 bold (색깔이) 현명한

19 combination 결합 49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차리다

20 furniture 가구 50 more than ~이상

21 support 지지하다 51 public 대중의

22 thus 그러므로, 그래서 52 column 기둥

23 extraordinary 비범한, 뛰어난 53 embarrassment 당혹함

24 hill 언덕 54 sculpture 조각상

25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55 countryside 시골

26 entrance 입구 56 wooden 나무로 된

27 filter 통과시키다, 거르다 57 impressive 인상적인

28 genius 천재 58 balcony 발코니

29 curved 곡선의 59 summit 정상, 꼭대기

30 fascinated 매력을 느낀 60 Bible 성경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