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rm 용어 31 incident 사건

2 indicate 보이다, 가리키다 32 soar 치솟다 , 날아오르다

3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33 hire 채용하다

4 go back to ~ ~로 거슬러 올라가다 34 mistake A for B A를 B로 잘못 알다

5 native 원산의 35 immediately 즉시

6 not A until B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

다
36 purchase 사다, 구매하다

7 botanist 식물학자 37 tremendous 엄청난

8 plant 심다; 식물 38 valuable 가치 있는

9 research 연구하다 39 devastate 망연자실하게 하다

10 medicinal 의학의, 의학적인, 약용의 40 cost 비용이 들다

11 moral 도덕적인 41 salary 봉급

12 upright 정직한, 곧은 42 normal 정상적인

13 rare 드문, 진기한 43 abnormal 비정상적인

14 exotic 이국적인 44 boom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다

15 break into 침입하다 45 go bust 도산하다, 파산하다

16 steal(-stole-stolen) 훔치다 46 factor 요인

17 tulip bulb 튤립 구근[뿌리] 47 commodity 상품, 일용품, 생필품

18 decade 10년 48 contract (질병에) 걸리다

19 trend 트렌드, 추세, 경향 49 alter 바꾸다

20 absurdly 터무니없이 50 stripe 줄무늬

21 trade A for B
A와 B를 거래하다, 교환하

다
51 attract 끌다

22 lengthy 긴, 기다란 52 rapidly 빠르게, 순식간에

23 curiosity 진기함, 호기심 53 keep pace with 보조를 맞추다

24 scarce 드문, 희귀한 54 sustain 유지하다

25 variety 다양성 55 growth rate 성장률, 증가율

26 in one’s own right
당연히, 자기의 타고 난 권

리로, 남에게 의지 않고, 혼
56 forever 영원히

27 a handful of 한 움큼의, 소량(소수)의 57 show up 나타나다

28 property 재산 58 panic 비정상적인

29 strategy 전략, 작전, 책략 59 burst
터지다, 파열하다, 폭발하

다

30 absurd 불합리적인, 터무니없는 60 disaster 재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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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peculate 투기하다

62 look back 회고하다

63 laugh at 비웃다

64 real estate 부동산

65 avoid 피하다

66 crisis 위기

67 financial 재정상의, 금전적인

68 journalist 저널리스트, 기자

69 yield 굴복하다

70 public opinion 여론

71 put 표현하다

72 metaphorically 은유적으로

73 shepherd 양치기, 목자

74 majority 다수

75 inflated 부풀려진, 폭등한, 팽창된

76 calculate 계산하다

77 intrinsic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적

인

78 value 가치, 가치관, 평가, 중요성

79 weigh
비교 검토하다; 무게가 나

가다

80 count on 의지하다, 믿다

81 rationality
합리성, 순리성, 이성의 활

동

82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83 maximize 극대화하다

84 opposite 반대의

85 valuable 중요한, 귀중한

86 lesson 교훈

87 be up to ~에 달려 있다

88 consumer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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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rm 31 incident

2 indicate 32 soar

3
have something to do
with

33 hire

4 go back to ~ 34 mistake A for B

5 native 35 immediately

6 not A until B 36 purchase

7 botanist 37 tremendous

8 plant 38 valuable

9 research 39 devastate

10 medicinal 40 cost

11 moral 41 salary

12 upright 42 normal

13 rare 43 abnormal

14 exotic 44 boom

15 break into 45 go bust

16 steal(-stole-stolen) 46 factor

17 tulip bulb 47 commodity

18 decade 48 contract

19 trend 49 alter

20 absurdly 50 stripe

21 trade A for B 51 attract

22 lengthy 52 rapidly

23 curiosity 53 keep pace with

24 scarce 54 sustain

25 variety 55 growth rate

26 in one’s own right 56 forever

27 a handful of 57 show up

28 property 58 panic

29 strategy 59 burst

30 absurd 60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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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peculate

62 look back

63 laugh at

64 real estate

65 avoid

66 crisis

67 financial

68 journalist

69 yield

70 public opinion

71 put

72 metaphorically

73 shepherd

74 majority

75 inflated

76 calculate

77 intrinsic

78 value

79 weigh

80 count on

81 rationality

82 rational

83 maximize

84 opposite

85 valuable

86 lesson

87 be up to

88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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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keep pace with 31 trend

2 opposite 32 cost

3 growth rate 33 inflated

4 soar 34 alter

5 break into 35 count on

6 immediately 36 avoid

7 hire 37 value

8 go back to ~ 38 forever

9 financial 39 public opinion

10 abnormal 40 absurd

11 metaphorically 41 valuable

12 steal(-stole-stolen) 42 curiosity

13
have something to do
with

43 lesson

14 scarce 44 journalist

15 native 45 factor

16 show up 46 trade A for B

17 exotic 47 rational

18 salary 48 absurdly

19 variety 49 laugh at

20 commodity 50 sustain

21 indicate 51 strategy

22 consumer 52 disaster

23 moral 53 not A until B

24 go bust 54 contract

25 put 55 decade

26 burst 56 rapidly

27 devastate 57 maximize

28 intrinsic 58 lengthy

29 purchase 59 boom

30 tremendous 60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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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보조를 맞추다 31 트렌드, 추세, 경향

2 반대의 32 비용이 들다

3 성장률, 증가율 33 부풀려진, 폭등한, 팽창된

4 치솟다 , 날아오르다 34 바꾸다

5 침입하다 35 의지하다, 믿다

6 즉시 36 피하다

7 채용하다 37 가치, 가치관, 평가, 중요성

8 ~로 거슬러 올라가다 38 영원히

9 재정상의, 금전적인 39 여론

10 비정상적인 40 불합리적인, 터무니없는

11 은유적으로 41 가치 있는

12 훔치다 42 진기함, 호기심

13 ~와 관계가 있다 43 교훈

14 드문, 희귀한 44 저널리스트, 기자

15 원산의 45 요인

16 나타나다 46
A와 B를 거래하다, 교환하

다

17 이국적인 47 이성적인, 합리적인

18 봉급 48 터무니없이

19 다양성 49 비웃다

20 상품, 일용품, 생필품 50 유지하다

21 보이다, 가리키다 51 전략, 작전, 책략

22 소비자 52 재난, 재앙

23 도덕적인 53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

다

24 도산하다, 파산하다 54 (질병에) 걸리다

25 표현하다 55 10년

26
터지다, 파열하다, 폭발하

다
56 빠르게, 순식간에

27 망연자실하게 하다 57 극대화하다

28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적

인
58 긴, 기다란

29 사다, 구매하다 59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다

30 엄청난 6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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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keep pace with 31 trend

2 opposite 32 cost

3 growth rate 33 inflated

4 soar 34 alter

5 break into 35 count on

6 즉시 36 피하다

7 채용하다 37 가치, 가치관, 평가, 중요성

8 ~로 거슬러 올라가다 38 영원히

9 재정상의, 금전적인 39 여론

10 비정상적인 40 불합리적인, 터무니없는

11 metaphorically 41 valuable

12 steal(-stole-stolen) 42 curiosity

13
have something to do
with

43 lesson

14 scarce 44 journalist

15 native 45 factor

16 나타나다 46
A와 B를 거래하다, 교환하

다

17 이국적인 47 이성적인, 합리적인

18 봉급 48 터무니없이

19 다양성 49 비웃다

20 상품, 일용품, 생필품 50 유지하다

21 indicate 51 strategy

22 consumer 52 disaster

23 moral 53 not A until B

24 go bust 54 contract

25 put 55 decade

26
터지다, 파열하다, 폭발하

다
56 빠르게, 순식간에

27 망연자실하게 하다 57 극대화하다

28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적

인
58 긴, 기다란

29 사다, 구매하다 59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다

30 엄청난 6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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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keep pace with 보조를 맞추다 31 trend 트렌드, 추세, 경향

2 opposite 반대의 32 cost 비용이 들다

3 growth rate 성장률, 증가율 33 inflated 부풀려진, 폭등한, 팽창된

4 soar 치솟다 , 날아오르다 34 alter 바꾸다

5 break into 침입하다 35 count on 의지하다, 믿다

6 immediately 즉시 36 avoid 피하다

7 hire 채용하다 37 value 가치, 가치관, 평가, 중요성

8 go back to ~ ~로 거슬러 올라가다 38 forever 영원히

9 financial 재정상의, 금전적인 39 public opinion 여론

10 abnormal 비정상적인 40 absurd 불합리적인, 터무니없는

11 metaphorically 은유적으로 41 valuable 가치 있는

12 steal(-stole-stolen) 훔치다 42 curiosity 진기함, 호기심

13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43 lesson 교훈

14 scarce 드문, 희귀한 44 journalist 저널리스트, 기자

15 native 원산의 45 factor 요인

16 show up 나타나다 46 trade A for B
A와 B를 거래하다, 교환하

다

17 exotic 이국적인 47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18 salary 봉급 48 absurdly 터무니없이

19 variety 다양성 49 laugh at 비웃다

20 commodity 상품, 일용품, 생필품 50 sustain 유지하다

21 indicate 보이다, 가리키다 51 strategy 전략, 작전, 책략

22 consumer 소비자 52 disaster 재난, 재앙

23 moral 도덕적인 53 not A until B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

다

24 go bust 도산하다, 파산하다 54 contract (질병에) 걸리다

25 put 표현하다 55 decade 10년

26 burst
터지다, 파열하다, 폭발하

다
56 rapidly 빠르게, 순식간에

27 devastate 망연자실하게 하다 57 maximize 극대화하다

28 intrinsic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적

인
58 lengthy 긴, 기다란

29 purchase 사다, 구매하다 59 boom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다

30 tremendous 엄청난 60 real estate 부동산

영어1 교학사 강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