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reer 직업, 경력 31 flood 홍수

2 these days 요즘 32 storm 폭풍

3 come by 얻다 33 environment 환경

4 keep on Ving 계속해서 ~하다 34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5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35 architect 건축가

6 succeed in ~에 성공하다 36 turn off 끄다

7 graduate(명사) 졸업생 37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8 saving 절약

9 weather controller 날씨 조절자 39 architecture 건축, 건축학, 건축물

10 thanks to ~덕분에 40 engineering (학문) 공학

11 modern 현대의 41 wind power 풍력

12 technology (과학) 기술 42
alternative energy
source

대체 에너지 원천

13 however 그러나 43 don't need to V ~할 필요없다

14 fellow 동료 44 waste 낭비하다

15 for example 예를 들어 45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16 seeding 씨뿌리기 46 be interested in ~에 관심있다

17 spray 뿌리다 47 net-zero 순제로

18 instead of ~대신에 48 end-of-life 임종

19 opening event 개막식 49 the number of ~의 수

20 closing event 폐막식 50 increase 증가시키다

21 as well 또한 51 how to V ~하는 방법

22 reduce 줄이다 52 wealthy 부유한

23 side effect 부작용 5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4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54 death 죽음

25 by Ving ~함으로써 55 exercise 운동(하다)

26 climate 기후 56 regularly 정기적으로

27 yet 아직 57 tip 조언

28 soon 곧 58 invest 투자하다

29 prevent 막다, 예방하다 59 retirement 은퇴

30 disaster 재난 60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ill(명사) 유언장

62 avoid 피하다

63 proud 자랑스러워하는

64 give a big hand 큰 박수를 보내다

65 helpful 도움이 되는

66 have a hard tim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67 late bloomer 만성형인 사람

6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69 be good at ~를 잘하다, ~에 능숙하다

70 believe in (좀 더 확실히 본질을) 믿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reer 31 flood

2 these days 32 storm

3 come by 33 environment

4 keep on Ving 34 why don't you

5 try one's best 35 architect

6 succeed in 36 turn off

7 graduate(명사) 37 since then

8 would like to V 38 saving

9 weather controller 39 architecture

10 thanks to 40 engineering

11 modern 41 wind power

12 technology 42
alternative energy
source

13 however 43 don't need to V

14 fellow 44 waste

15 for example 45 not ~ anymore

16 seeding 46 be interested in

17 spray 47 net-zero

18 instead of 48 end-of-life

19 opening event 49 the number of

20 closing event 50 increase

21 as well 51 how to V

22 reduce 52 wealthy

23 side effect 53 not only A but also B

24 global warming 54 death

25 by Ving 55 exercise

26 climate 56 regularly

27 yet 57 tip

28 soon 58 invest

29 prevent 59 retirement

30 disaster 60 get along with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ill(명사)

62 avoid

63 proud

64 give a big hand

65 helpful

66 have a hard time Ving

67 late bloomer

68 try to V

69 be good at

70 believe in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ud 31 why don't you

2 fellow 32 helpful

3
alternative energy
source

33 tip

4 end-of-life 34 waste

5 side effect 35 have a hard time Ving

6 try to V 36 storm

7 however 37 try one's best

8 late bloomer 38 net-zero

9 not ~ anymore 39 closing event

10 engineering 40 wealthy

11 environment 41 avoid

12 weather controller 42 exercise

13 climate 43 yet

14 keep on Ving 44 as well

15 thanks to 45 retirement

16 would like to V 46 invest

17 disaster 47 be good at

18 global warming 48 be interested in

19 modern 49 turn off

20 regularly 50 give a big hand

21 these days 51 career

22 increase 52 opening event

23 prevent 53 succeed in

24 soon 54 wind power

25 for example 55 by Ving

26 will(명사) 56 reduce

27 architecture 57 how to V

28 come by 58 since then

29 spray 59 not only A but also B

30 saving 60 don't need to V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자랑스러워하는 31 ~하는 게 어때?

2 동료 32 도움이 되는

3 대체 에너지 원천 33 조언

4 임종 34 낭비하다

5 부작용 35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6 ~하려고 노력하다 36 폭풍

7 그러나 37 최선을 다하다

8 만성형인 사람 38 순제로

9 더 이상 ~이 아닌 39 폐막식

10 (학문) 공학 40 부유한

11 환경 41 피하다

12 날씨 조절자 42 운동(하다)

13 기후 43 아직

14 계속해서 ~하다 44 또한

15 ~덕분에 45 은퇴

16 ~하고 싶다 46 투자하다

17 재난 47 ~를 잘하다, ~에 능숙하다

18 지구 온난화 48 ~에 관심있다

19 현대의 49 끄다

20 정기적으로 50 큰 박수를 보내다

21 요즘 51 직업, 경력

22 증가시키다 52 개막식

23 막다, 예방하다 53 ~에 성공하다

24 곧 54 풍력

25 예를 들어 55 ~함으로써

26 유언장 56 줄이다

27 건축, 건축학, 건축물 57 ~하는 방법

28 얻다 58 그 때 이후로

29 뿌리다 59 A뿐만 아니라 B도

30 절약 60 ~할 필요없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ud 31 why don't you

2 fellow 32 helpful

3
alternative energy
source

33 tip

4 end-of-life 34 waste

5 side effect 35 have a hard time Ving

6 ~하려고 노력하다 36 폭풍

7 그러나 37 최선을 다하다

8 만성형인 사람 38 순제로

9 더 이상 ~이 아닌 39 폐막식

10 (학문) 공학 40 부유한

11 environment 41 avoid

12 weather controller 42 exercise

13 climate 43 yet

14 keep on Ving 44 as well

15 thanks to 45 retirement

16 ~하고 싶다 46 투자하다

17 재난 47 ~를 잘하다, ~에 능숙하다

18 지구 온난화 48 ~에 관심있다

19 현대의 49 끄다

20 정기적으로 50 큰 박수를 보내다

21 these days 51 career

22 increase 52 opening event

23 prevent 53 succeed in

24 soon 54 wind power

25 for example 55 by Ving

26 유언장 56 줄이다

27 건축, 건축학, 건축물 57 ~하는 방법

28 얻다 58 그 때 이후로

29 뿌리다 59 A뿐만 아니라 B도

30 절약 60 ~할 필요없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ud 자랑스러워하는 31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2 fellow 동료 32 helpful 도움이 되는

3
alternative energy
source

대체 에너지 원천 33 tip 조언

4 end-of-life 임종 34 waste 낭비하다

5 side effect 부작용 35 have a hard tim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6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6 storm 폭풍

7 however 그러나 37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8 late bloomer 만성형인 사람 38 net-zero 순제로

9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9 closing event 폐막식

10 engineering (학문) 공학 40 wealthy 부유한

11 environment 환경 41 avoid 피하다

12 weather controller 날씨 조절자 42 exercise 운동(하다)

13 climate 기후 43 yet 아직

14 keep on Ving 계속해서 ~하다 44 as well 또한

15 thanks to ~덕분에 45 retirement 은퇴

16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46 invest 투자하다

17 disaster 재난 47 be good at ~를 잘하다, ~에 능숙하다

18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48 be interested in ~에 관심있다

19 modern 현대의 49 turn off 끄다

20 regularly 정기적으로 50 give a big hand 큰 박수를 보내다

21 these days 요즘 51 career 직업, 경력

22 increase 증가시키다 52 opening event 개막식

23 prevent 막다, 예방하다 53 succeed in ~에 성공하다

24 soon 곧 54 wind power 풍력

25 for example 예를 들어 55 by Ving ~함으로써

26 will(명사) 유언장 56 reduce 줄이다

27 architecture 건축, 건축학, 건축물 57 how to V ~하는 방법

28 come by 얻다 58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29 spray 뿌리다 5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0 saving 절약 60 don't need to V ~할 필요없다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