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chnology (과학) 기술 31 avoid 피하다

2 visit 방문하다 32 heavy traffic 교통체증

3 recommend 추천하다 33 endless 끝없는

4 complex 복잡한 34 disease 질병

5 communication 의사소통 35 forecast 예측(하다)

6 develop 발전하다 36 professional(명사) 전문가

7 amount 양 37 weather 날씨

8 mainly 주로 38 thanks to ~덕분에

9 almost 거의 39 flu 독감

10 leave 남겨두다 40 medicine 약

11 trace 흔적 41 search 조사하다

12 for example 예를 들어 42 symptom 증상

13 record 기록 43 wisely 현명하게

14 purchase 구입 44 spread 퍼짐, 확산

15 collect 수집하다 45 improve 향상시키다

16 however 그러나 46 performance 수행

17 enough 충분한 47 national soccer team 국가대표 축구팀

18 analyze 분석하다 48 database 데이터베이스

19 expert 전문가 49 by Ving ~함으로써

20 various 다양한 50 huge 엄청난

21 method 방법 51 include 포함하다

22 draw 끌어내다 52 each 각각의

23 meaningful 의미있는 53 crime 범죄

24 result 결과 54 prevention 예방, 방지

25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55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6 decision 결정 56 through ~를 통해서

27 predict 예측하다 57 analysis 분석

28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58 hot spot 위험한 장소

29 customer 고객 59 identify 확인하다

30 product 제품 60 be likely to V ~할 것 같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urther 추가적인

62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63 already 이미, 벌써

64 greatly 엄청나게

65 industry 산업

66 for sure 확실히

67 agree 동의하다

68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chnology 31 avoid

2 visit 32 heavy traffic

3 recommend 33 endless

4 complex 34 disease

5 communication 35 forecast

6 develop 36 professional(명사)

7 amount 37 weather

8 mainly 38 thanks to

9 almost 39 flu

10 leave 40 medicine

11 trace 41 search

12 for example 42 symptom

13 record 43 wisely

14 purchase 44 spread

15 collect 45 improve

16 however 46 performance

17 enough 47 national soccer team

18 analyze 48 database

19 expert 49 by Ving

20 various 50 huge

21 method 51 include

22 draw 52 each

23 meaningful 53 crime

24 result 54 prevention

25 be used to V 55 happen

26 decision 56 through

27 predict 57 analysis

28 influence 58 hot spot

29 customer 59 identify

30 product 60 be likely to V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urther

62 focus on

63 already

64 greatly

65 industry

66 for sure

67 agree

68 play a role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lu 31 each

2 trace 32 heavy traffic

3 prevention 33 crime

4 technology 34 hot spot

5 for example 35 complex

6 symptom 36 draw

7 be used to V 37 meaningful

8 endless 38 by Ving

9 analyze 39 influence

10 amount 40 greatly

11 method 41 avoid

12 professional(명사) 42 decision

13 play a role 43 mainly

14 almost 44 agree

15 for sure 45 identify

16 record 46 happen

17 result 47 through

18 collect 48 forecast

19 weather 49 search

20 already 50 develop

21 recommend 51 analysis

22 wisely 52 product

23 leave 53 expert

24 national soccer team 54 database

25 be likely to V 55 various

26 enough 56 however

27 predict 57 huge

28 spread 58 disease

29 industry 59 communication

30 customer 60 include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독감 31 각각의

2 흔적 32 교통체증

3 예방, 방지 33 범죄

4 (과학) 기술 34 위험한 장소

5 예를 들어 35 복잡한

6 증상 36 끌어내다

7 ~하는데 사용되다 37 의미있는

8 끝없는 38 ~함으로써

9 분석하다 39 영향을 끼치다

10 양 40 엄청나게

11 방법 41 피하다

12 전문가 42 결정

13 역할을 하다 43 주로

14 거의 44 동의하다

15 확실히 45 확인하다

16 기록 46 일어나다, 발생하다

17 결과 47 ~를 통해서

18 수집하다 48 예측(하다)

19 날씨 49 조사하다

20 이미, 벌써 50 발전하다

21 추천하다 51 분석

22 현명하게 52 제품

23 남겨두다 53 전문가

24 국가대표 축구팀 54 데이터베이스

25 ~할 것 같다 55 다양한

26 충분한 56 그러나

27 예측하다 57 엄청난

28 퍼짐, 확산 58 질병

29 산업 59 의사소통

30 고객 60 포함하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lu 31 each

2 trace 32 heavy traffic

3 prevention 33 crime

4 technology 34 hot spot

5 for example 35 complex

6 증상 36 끌어내다

7 ~하는데 사용되다 37 의미있는

8 끝없는 38 ~함으로써

9 분석하다 39 영향을 끼치다

10 양 40 엄청나게

11 method 41 avoid

12 professional(명사) 42 decision

13 play a role 43 mainly

14 almost 44 agree

15 for sure 45 identify

16 기록 46 일어나다, 발생하다

17 결과 47 ~를 통해서

18 수집하다 48 예측(하다)

19 날씨 49 조사하다

20 이미, 벌써 50 발전하다

21 recommend 51 analysis

22 wisely 52 product

23 leave 53 expert

24 national soccer team 54 database

25 be likely to V 55 various

26 충분한 56 그러나

27 예측하다 57 엄청난

28 퍼짐, 확산 58 질병

29 산업 59 의사소통

30 고객 60 포함하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lu 독감 31 each 각각의

2 trace 흔적 32 heavy traffic 교통체증

3 prevention 예방, 방지 33 crime 범죄

4 technology (과학) 기술 34 hot spot 위험한 장소

5 for example 예를 들어 35 complex 복잡한

6 symptom 증상 36 draw 끌어내다

7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37 meaningful 의미있는

8 endless 끝없는 38 by Ving ~함으로써

9 analyze 분석하다 39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10 amount 양 40 greatly 엄청나게

11 method 방법 41 avoid 피하다

12 professional(명사) 전문가 42 decision 결정

13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43 mainly 주로

14 almost 거의 44 agree 동의하다

15 for sure 확실히 45 identify 확인하다

16 record 기록 46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7 result 결과 47 through ~를 통해서

18 collect 수집하다 48 forecast 예측(하다)

19 weather 날씨 49 search 조사하다

20 already 이미, 벌써 50 develop 발전하다

21 recommend 추천하다 51 analysis 분석

22 wisely 현명하게 52 product 제품

23 leave 남겨두다 53 expert 전문가

24 national soccer team 국가대표 축구팀 54 database 데이터베이스

25 be likely to V ~할 것 같다 55 various 다양한

26 enough 충분한 56 however 그러나

27 predict 예측하다 57 huge 엄청난

28 spread 퍼짐, 확산 58 disease 질병

29 industry 산업 59 communication 의사소통

30 customer 고객 60 include 포함하다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