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ard 사금파리 조각 31 volunteer 자원하다

2 pot 도자기 32 journey 여행

3 someday 언젠가 33 cross 건너가다

4 beg 간청하다 34 climb 오르다

5 potter 도예가, 도공 35 get to N ~에 도착하다

6 cry out 소리치다 36 cliff 절벽

7 trade 일 37 just then 바로 그 때

8 without ~이 없는 38 robber 도둑

9 vase 꽃병 39 attack 공격(하다)

10 perhaps 아마도 40 look for 찾다

11 whole 전체의 41 disappointed 실망한

12 become ~가 되다 42 bottom 바닥

13 master 장인, 주인 43 only to V 그러나

14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44 completely 완전히

15 dig 파다 45 suddenly 갑자기

16 clay 진흙 46 palm 손바닥

17 near ~근처에 47 still 여전히

18 wood 목재 48 leaf 나뭇잎

19 one day 어느날 49 arrive at ~에 도착하다

20 royal 왕의 50 palace 궁전

21 officer 관리, 관료 51 but 단지

22 choose 선택하다 52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pottery 도자기 53 spread 퍼지다

24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54 pleased 기쁜, 즐거운

25 inlay 상감 55 log 통나무

26 return 돌아가다 56 wheel 물레

27 produce 만들어내다 57 own 자신의

28 creative 창의적인 58 from now on 지금부터

29 enough 충분히 59 share 공유하다

30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60 character 문자, 글자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ath 길

62 crane (동물) 학

63 in the distance 멀리서

64 adapt 각색하다

65 example 예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ard 31 volunteer

2 pot 32 journey

3 someday 33 cross

4 beg 34 climb

5 potter 35 get to N

6 cry out 36 cliff

7 trade 37 just then

8 without 38 robber

9 vase 39 attack

10 perhaps 40 look for

11 whole 41 disappointed

12 become 42 bottom

13 master 43 only to V

14 even though 44 completely

15 dig 45 suddenly

16 clay 46 palm

17 near 47 still

18 wood 48 leaf

19 one day 49 arrive at

20 royal 50 palace

21 officer 51 but

22 choose 52 and yet

23 pottery 53 spread

24 present(동사) 54 pleased

25 inlay 55 log

26 return 56 wheel

27 produce 57 own

28 creative 58 from now on

29 enough 59 share

30 so ~ that ~ 60 character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ath

62 crane

63 in the distance

64 adapt

65 example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yal 31 dig

2 own 32 so ~ that ~

3 pleased 33 example

4 from now on 34 become

5 choose 35 crane

6 completely 36 clay

7 bottom 37 inlay

8 path 38 share

9 cliff 39 trade

10 robber 40 spread

11 even though 41 wood

12 climb 42 character

13 return 43 but

14 one day 44 officer

15 volunteer 45 someday

16 pottery 46 beg

17 palace 47 near

18 without 48 creative

19 present(동사) 49 still

20 arrive at 50 cross

21 log 51 adapt

22 palm 52 attack

23 potter 53 pot

24 suddenly 54 only to V

25 enough 55 shard

26 journey 56 cry out

27 vase 57 produce

28 and yet 58 just then

29 whole 59 in the distance

30 leaf 60 master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왕의 31 파다

2 자신의 32 너무 ~해서 ~하다

3 기쁜, 즐거운 33 예

4 지금부터 34 ~가 되다

5 선택하다 35 (동물) 학

6 완전히 36 진흙

7 바닥 37 상감

8 길 38 공유하다

9 절벽 39 일

10 도둑 40 퍼지다

11 비록 ~일지라도 41 목재

12 오르다 42 문자, 글자

13 돌아가다 43 단지

14 어느날 44 관리, 관료

15 자원하다 45 언젠가

16 도자기 46 간청하다

17 궁전 47 ~근처에

18 ~이 없는 48 창의적인

19 주다, 제공하다 49 여전히

20 ~에 도착하다 50 건너가다

21 통나무 51 각색하다

22 손바닥 52 공격(하다)

23 도예가, 도공 53 도자기

24 갑자기 54 그러나

25 충분히 55 사금파리 조각

26 여행 56 소리치다

27 꽃병 57 만들어내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바로 그 때

29 전체의 59 멀리서

30 나뭇잎 60 장인, 주인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yal 31 dig

2 own 32 so ~ that ~

3 pleased 33 example

4 from now on 34 become

5 choose 35 crane

6 완전히 36 진흙

7 바닥 37 상감

8 길 38 공유하다

9 절벽 39 일

10 도둑 40 퍼지다

11 even though 41 wood

12 climb 42 character

13 return 43 but

14 one day 44 officer

15 volunteer 45 someday

16 도자기 46 간청하다

17 궁전 47 ~근처에

18 ~이 없는 48 창의적인

19 주다, 제공하다 49 여전히

20 ~에 도착하다 50 건너가다

21 log 51 adapt

22 palm 52 attack

23 potter 53 pot

24 suddenly 54 only to V

25 enough 55 shard

26 여행 56 소리치다

27 꽃병 57 만들어내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바로 그 때

29 전체의 59 멀리서

30 나뭇잎 60 장인, 주인

중3 능률 양현권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yal 왕의 31 dig 파다

2 own 자신의 32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3 pleased 기쁜, 즐거운 33 example 예

4 from now on 지금부터 34 become ~가 되다

5 choose 선택하다 35 crane (동물) 학

6 completely 완전히 36 clay 진흙

7 bottom 바닥 37 inlay 상감

8 path 길 38 share 공유하다

9 cliff 절벽 39 trade 일

10 robber 도둑 40 spread 퍼지다

11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41 wood 목재

12 climb 오르다 42 character 문자, 글자

13 return 돌아가다 43 but 단지

14 one day 어느날 44 officer 관리, 관료

15 volunteer 자원하다 45 someday 언젠가

16 pottery 도자기 46 beg 간청하다

17 palace 궁전 47 near ~근처에

18 without ~이 없는 48 creative 창의적인

19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49 still 여전히

20 arrive at ~에 도착하다 50 cross 건너가다

21 log 통나무 51 adapt 각색하다

22 palm 손바닥 52 attack 공격(하다)

23 potter 도예가, 도공 53 pot 도자기

24 suddenly 갑자기 54 only to V 그러나

25 enough 충분히 55 shard 사금파리 조각

26 journey 여행 56 cry out 소리치다

27 vase 꽃병 57 produce 만들어내다

28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just then 바로 그 때

29 whole 전체의 59 in the distance 멀리서

30 leaf 나뭇잎 60 master 장인, 주인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