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full refund 전액 환불 31 devotional 신앙의

2 conspiracy 음모, 공모 32 be into
~에[을] 관심이 많다[좋아

하다]

3 frame 말하다, 나타내다 33 collection 컬렉션, 모음집

4 minefield 지뢰밭 34 prestigious 명성이 높은

5 courageous 용기 있는 35 nominate 후보자로 추천하다

6 engaged 바쁜, 열심인 36 win over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7 challenge
(상대방에게 도전이 될 일

을) 요구하다
37 audience 독자, 지지자

8 stretch 부담을 주다 38 feat 업적

9 commit to ~에 헌신하다 39 autonomous 자율적인

10 visibility 시야 40 glance 흘낏 봄

11 prominently 두드러지게 41 free of charge 무료로

12 legacy 유산 42 simultaneous 동시의

13 empower 권한을 주다 43 ample 충분한

14 better off 형편이 더 나은 44 guarantee 보증하다, 보장하다

15 career 경력 45 exhibition 전시회

16 benefit 혜택, 이득 46 take place 열리다, 개최되다

17 rearrange 재배열하다 47 in conjunction ~와 연계하여

18 glue 접착제 48 vocal 성악의

19 bind together ~을 묶다 49 competition 대회, 시합

20 build up 쌓아올리다 50 contestant 참가자

21 adopt 채택하다 51 acceptance 가입허가, 수락

22 nearly 거의 52 award 수여하다, 주다

23 broadband 광대역 53 grand prize 대상, 최우수상

24 strikingly 두드러지게 54 division 부분, 구분

25 uptake 활용 55 cash award 상금

26 shoot up 급등[상승]하다 56 take the risk of ~의 위험을 무릅쓰다

27 subscription 가입, 구독 57 precise 정확한

28 modest 별로 크지 않은, 겸손한 58 intensive 집중적인

29 in the midst of ~중에 59 rewarding 보람 있는

30 steel mill 제철소 60 get off to a start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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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olely 오직 91 obese 비만의

62 domain 영역, 분야 92 impress 인상을 주다

63 companionship 동료애, 우정 93 endorphin
엔돌핀(뇌에서 분비되는 진

통 호르몬)

64 willingness 기꺼이 하는 마음 94 boost 북돋우다, 신장시키다

65 enjoyable 즐거운 95 aftermath 결과, 여파

66 bulk 대부분, 부피 96 crisis 위기

67 freak out 기겁하다 97 significant 중요한

68 mess 혼란, 혼잡함 98 unanticipated 예상하지 않은

69 discipline 규율 99 restructuring 구조조정

70 put away 치우다 100 bring to a head 위기 국면에 이르게 만들다

71 effortlessly 노력 없이, 쉽게 101 apparent 명백한

72 in order 순서대로, 정연하게 102 unexecuted 실행되지 않은

73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
103 bureaucracy 요식체계, 관료체계

74 reinvention 재발명, 재창조 104 step up 앞으로 나오다

75 seemingly 겉으로는 105 meltdown 붕괴, 파괴

76 interchangeably 대체해서 106 lose sight of ~을 잃다, 안보이다

77 that being said 그렇긴 해도 107 possession 소유(물)

78 redo 다시 하다 108 consume 소비하다

79 come down to (한마디로) 요약[설명]되다 109 devote 전념하다, 헌신하다

80 for the sake of ~을 위해 110 pursuit 추구, 활동

81 clarity 명확성 111 enslave 노예로 만들다, 지배하다

82 characteristic 특성, 특징 112 weigh on 압박하다

83 culminate in 마침내[결국] ~이 되다 113 on the other hand 반면에

84 be supposed to ~해야 한다 114 military 군대

85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115 aim 목표로 하다

86 state 진술하다 116 secure 보장하다, 확보하다

87 shallow 얕은, 피상적인 117 conformity 복종, 순응

88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118 tendency 경향

89 fit 적합한, 건강한 119 reinforce 강화하다

90 overweight 과체중인 120 strict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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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operating procedure 운영 절차 151 deal with 다루다

122 regulation 통제 152 release 방출하다

123 applaud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153 antibody 항체

124 achievement 성취 154 irritation 염증, 짜증

125 recognition 인정 155 practical 실용적인

126 admiration 감탄, 존경 156 tangible 만질 수 있는

127 land 차지[획득]하다 157 actionable 실행 가능한

128 destined 예정된 158 alter 바꾸다

129 primacy 최고, 으뜸 159 path 길, 방향

130 glamour job 멋진 일자리 160 contrary to ~에 반해서

131 celebrity 유명한 사람 161 illusive 환상에 불과한

132 conceal 숨기다, 가리다 162 extend 확장하다

133 flipside 다른 면[이면] 163 vital 중요한, 필수인

134 societal 사회적인 164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135 costly
값비싼, 희생이 큰 inflict 가

하다
165 competency 역량

136 senseless 무의미한 166 unconscious 무의식의

137 participant 참가자 167 logical 논리적인

138 maze 미로 168 drive 조종하다

139 instruct 지시하다, 알려주다 169 cut back on ~을 줄이다

140 propel 나아가게 하다, 몰고 가다 170 unknowingly 알아채지 못하고

141 subtle 미묘한, 미세한 171 deprived 궁핍한, 불우한

142 loom over
(불길하게) 다가오다, 떠오

르다
172 foundation 토대

143 a piece of 한 조각의 ~ 173 temporary 일시적인

144 tissue 조직 174 cloud 흐리게 하다

145 organ 기관 175 resolve (단호한) 결심, 결의, 의지

146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176 fake 꾸며 내다

147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177 off-guard 부주의한

148 toxin 독소 178 self-serving 자기 잇속만 차리는

149 categorize 분류하다 179 distance 간격을 두다

150 initial 초기의 180 vice principal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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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stop by 잠시 들르다

182 pupil 학생

183 cluster 밀집하다

184 scholarship 장학금

185 slender 가느다란

186 dignified 품위 있는

187 mingle 뒤섞이다

188 solid 안정적인

189
the pit of one’s
stomach

명치, 가슴

190 competent 자신 있는

191 expel 퇴학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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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full refund 31 devotional

2 conspiracy 32 be into

3 frame 33 collection

4 minefield 34 prestigious

5 courageous 35 nominate

6 engaged 36 win over

7 challenge 37 audience

8 stretch 38 feat

9 commit to 39 autonomous

10 visibility 40 glance

11 prominently 41 free of charge

12 legacy 42 simultaneous

13 empower 43 ample

14 better off 44 guarantee

15 career 45 exhibition

16 benefit 46 take place

17 rearrange 47 in conjunction

18 glue 48 vocal

19 bind together 49 competition

20 build up 50 contestant

21 adopt 51 acceptance

22 nearly 52 award

23 broadband 53 grand prize

24 strikingly 54 division

25 uptake 55 cash award

26 shoot up 56 take the risk of

27 subscription 57 precise

28 modest 58 intensive

29 in the midst of 59 rewarding

30 steel mill 60 get off to a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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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olely 91 obese

62 domain 92 impress

63 companionship 93 endorphin

64 willingness 94 boost

65 enjoyable 95 aftermath

66 bulk 96 crisis

67 freak out 97 significant

68 mess 98 unanticipated

69 discipline 99 restructuring

70 put away 100 bring to a head

71 effortlessly 101 apparent

72 in order 102 unexecuted

73 accessible 103 bureaucracy

74 reinvention 104 step up

75 seemingly 105 meltdown

76 interchangeably 106 lose sight of

77 that being said 107 possession

78 redo 108 consume

79 come down to 109 devote

80 for the sake of 110 pursuit

81 clarity 111 enslave

82 characteristic 112 weigh on

83 culminate in 113 on the other hand

84 be supposed to 114 military

85 body mass index 115 aim

86 state 116 secure

87 shallow 117 conformity

88 exceptionally 118 tendency

89 fit 119 reinforce

90 overweight 120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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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operating procedure 151 deal with

122 regulation 152 release

123 applaud 153 antibody

124 achievement 154 irritation

125 recognition 155 practical

126 admiration 156 tangible

127 land 157 actionable

128 destined 158 alter

129 primacy 159 path

130 glamour job 160 contrary to

131 celebrity 161 illusive

132 conceal 162 extend

133 flipside 163 vital

134 societal 164 interpersonal

135 costly 165 competency

136 senseless 166 unconscious

137 participant 167 logical

138 maze 168 drive

139 instruct 169 cut back on

140 propel 170 unknowingly

141 subtle 171 deprived

142 loom over 172 foundation

143 a piece of 173 temporary

144 tissue 174 cloud

145 organ 175 resolve

146 no longer 176 fake

147 be exposed to 177 off-guard

148 toxin 178 self-serving

149 categorize 179 distance

150 initial 180 vice principal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7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stop by

182 pupil

183 cluster

184 scholarship

185 slender

186 dignified

187 mingle

188 solid

189
the pit of one’s
stomach

190 competent

191 ex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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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31 unanticipated

2 better off 32 legacy

3 illusive 33 instruct

4 no longer 34 career

5 propel 35 stretch

6 boost 36 cut back on

7 in conjunction 37 cluster

8 distance 38 intensive

9 subscription 39 lose sight of

10 obese 40 interchangeably

11 come down to 41 free of charge

12 challenge 42 competency

13 be into 43 overweight

14 operating procedure 44
the pit of one’s
stomach

15 irritation 45 exhibition

16 glance 46 redo

17 precise 47 culminate in

18 ample 48 categorize

19 accessible 49 steel mill

20 celebrity 50 extend

21 devote 51 organ

22 resolve 52 strikingly

23 conformity 53 enjoyable

24 cash award 54 mingle

25 take place 55 tangible

26 achievement 56 aftermath

27 fit 57 that being said

28 mess 58 nearly

29 collection 59 unexecuted

30 domain 60 win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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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방출하다 31 예상하지 않은

2 형편이 더 나은 32 유산

3 환상에 불과한 33 지시하다, 알려주다

4 더 이상 ~아니다 34 경력

5 나아가게 하다, 몰고 가다 35 부담을 주다

6 북돋우다, 신장시키다 36 ~을 줄이다

7 ~와 연계하여 37 밀집하다

8 간격을 두다 38 집중적인

9 가입, 구독 39 ~을 잃다, 안보이다

10 비만의 40 대체해서

11 (한마디로) 요약[설명]되다 41 무료로

12
(상대방에게 도전이 될 일

을) 요구하다
42 역량

13
~에[을] 관심이 많다[좋아

하다]
43 과체중인

14 운영 절차 44 명치, 가슴

15 염증, 짜증 45 전시회

16 흘낏 봄 46 다시 하다

17 정확한 47 마침내[결국] ~이 되다

18 충분한 48 분류하다

19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
49 제철소

20 유명한 사람 50 확장하다

21 전념하다, 헌신하다 51 기관

22 (단호한) 결심, 결의, 의지 52 두드러지게

23 복종, 순응 53 즐거운

24 상금 54 뒤섞이다

25 열리다, 개최되다 55 만질 수 있는

26 성취 56 결과, 여파

27 적합한, 건강한 57 그렇긴 해도

28 혼란, 혼잡함 58 거의

29 컬렉션, 모음집 59 실행되지 않은

30 영역, 분야 60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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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31 unanticipated

2 better off 32 legacy

3 illusive 33 instruct

4 no longer 34 career

5 propel 35 stretch

6 북돋우다, 신장시키다 36 ~을 줄이다

7 ~와 연계하여 37 밀집하다

8 간격을 두다 38 집중적인

9 가입, 구독 39 ~을 잃다, 안보이다

10 비만의 40 대체해서

11 come down to 41 free of charge

12 challenge 42 competency

13 be into 43 overweight

14 operating procedure 44
the pit of one’s
stomach

15 irritation 45 exhibition

16 흘낏 봄 46 다시 하다

17 정확한 47 마침내[결국] ~이 되다

18 충분한 48 분류하다

19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
49 제철소

20 유명한 사람 50 확장하다

21 devote 51 organ

22 resolve 52 strikingly

23 conformity 53 enjoyable

24 cash award 54 mingle

25 take place 55 tangible

26 성취 56 결과, 여파

27 적합한, 건강한 57 그렇긴 해도

28 혼란, 혼잡함 58 거의

29 컬렉션, 모음집 59 실행되지 않은

30 영역, 분야 60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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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방출하다 31 unanticipated 예상하지 않은

2 better off 형편이 더 나은 32 legacy 유산

3 illusive 환상에 불과한 33 instruct 지시하다, 알려주다

4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34 career 경력

5 propel 나아가게 하다, 몰고 가다 35 stretch 부담을 주다

6 boost 북돋우다, 신장시키다 36 cut back on ~을 줄이다

7 in conjunction ~와 연계하여 37 cluster 밀집하다

8 distance 간격을 두다 38 intensive 집중적인

9 subscription 가입, 구독 39 lose sight of ~을 잃다, 안보이다

10 obese 비만의 40 interchangeably 대체해서

11 come down to (한마디로) 요약[설명]되다 41 free of charge 무료로

12 challenge
(상대방에게 도전이 될 일

을) 요구하다
42 competency 역량

13 be into
~에[을] 관심이 많다[좋아

하다]
43 overweight 과체중인

14 operating procedure 운영 절차 44
the pit of one’s
stomach

명치, 가슴

15 irritation 염증, 짜증 45 exhibition 전시회

16 glance 흘낏 봄 46 redo 다시 하다

17 precise 정확한 47 culminate in 마침내[결국] ~이 되다

18 ample 충분한 48 categorize 분류하다

19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
49 steel mill 제철소

20 celebrity 유명한 사람 50 extend 확장하다

21 devote 전념하다, 헌신하다 51 organ 기관

22 resolve (단호한) 결심, 결의, 의지 52 strikingly 두드러지게

23 conformity 복종, 순응 53 enjoyable 즐거운

24 cash award 상금 54 mingle 뒤섞이다

25 take place 열리다, 개최되다 55 tangible 만질 수 있는

26 achievement 성취 56 aftermath 결과, 여파

27 fit 적합한, 건강한 57 that being said 그렇긴 해도

28 mess 혼란, 혼잡함 58 nearly 거의

29 collection 컬렉션, 모음집 59 unexecuted 실행되지 않은

30 domain 영역, 분야 60 win over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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