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t 재치, 기지 31 pot 항아리

2 wisdom 지혜 32 narrow 좁은

3 tale 이야기 33 offer 제공하다

4 emperor 황제 34 precious 귀중한

5 a number of 많은 35 become ~가 되다

6 official(명사) 신하, 직원 36 speechless 말을 잃은

7 court 궁정 37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8 among ~중에, ~사이에 38 for oneself 스스로

9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39 pumpkin 호박

10 wise 현명한 40 without ~없이

11 thus 그러므로, 그래서 41 until ~할 때까지

12 near ~근처에 42 certainly 분명히

13 punishment 처벌

14 one day 어느날

15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6 punish 처벌하다

17 of course 물론

18 be in one's place ~의 입장에 있다

19 sweet(명사) 사탕

20 must ~임에 틀림없다

21 grandson 손자

22 else 또 다른, 그 밖의

23 such 그러한

24 indeed 실제로, 사실

25 correct 옳은, 맞는

26 glad 기쁜

27 as 원급 as ~만큼 ~한

28 potful (항아리 만큼의) 양

29 favor(명사) 호의

30 make sense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t 31 pot

2 wisdom 32 narrow

3 tale 33 offer

4 emperor 34 precious

5 a number of 35 become

6 official(명사) 36 speechless

7 court 37 leave for

8 among 38 for oneself

9 be famous for 39 pumpkin

10 wise 40 without

11 thus 41 until

12 near 42 certainly

13 punishment

14 one day

15 come up with

16 punish

17 of course

18 be in one's place

19 sweet(명사)

20 must

21 grandson

22 else

23 such

24 indeed

25 correct

26 glad

27 as 원급 as

28 potful

29 favor(명사)

30 make sens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nishment 31 leave for

2 be famous for 32 punish

3 as 원급 as 33 emperor

4 offer 34 of course

5 precious 35 wit

6 favor(명사) 36 until

7 glad 37 sweet(명사)

8 correct 38 one day

9 court 39 grandson

10 come up with 40 wise

11 be in one's place 41 speechless

12 make sense 42 near

13 else

14 pot

15 potful

16 must

17 indeed

18 narrow

19 thus

20 wisdom

21 a number of

22 official(명사)

23 certainly

24 such

25 become

26 for oneself

27 without

28 pumpkin

29 tale

30 among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처벌 31 ~를 향해 떠나다

2 ~로 유명하다 32 처벌하다

3 ~만큼 ~한 33 황제

4 제공하다 34 물론

5 귀중한 35 재치, 기지

6 호의 36 ~할 때까지

7 기쁜 37 사탕

8 옳은, 맞는 38 어느날

9 궁정 39 손자

10 생각해내다 40 현명한

11 ~의 입장에 있다 41 말을 잃은

12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42 ~근처에

13 또 다른, 그 밖의

14 항아리

15 (항아리 만큼의) 양

16 ~임에 틀림없다

17 실제로, 사실

18 좁은

19 그러므로, 그래서

20 지혜

21 많은

22 신하, 직원

23 분명히

24 그러한

25 ~가 되다

26 스스로

27 ~없이

28 호박

29 이야기

30 ~중에, ~사이에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nishment 31 leave for

2 be famous for 32 punish

3 as 원급 as 33 emperor

4 offer 34 of course

5 precious 35 wit

6 호의 36 ~할 때까지

7 기쁜 37 사탕

8 옳은, 맞는 38 어느날

9 궁정 39 손자

10 생각해내다 40 현명한

11 be in one's place 41 speechless

12 make sense 42 near

13 else

14 pot

15 potful

16 ~임에 틀림없다

17 실제로, 사실

18 좁은

19 그러므로, 그래서

20 지혜

21 a number of

22 official(명사)

23 certainly

24 such

25 become

26 스스로

27 ~없이

28 호박

29 이야기

30 ~중에, ~사이에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nishment 처벌 31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2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32 punish 처벌하다

3 as 원급 as ~만큼 ~한 33 emperor 황제

4 offer 제공하다 34 of course 물론

5 precious 귀중한 35 wit 재치, 기지

6 favor(명사) 호의 36 until ~할 때까지

7 glad 기쁜 37 sweet(명사) 사탕

8 correct 옳은, 맞는 38 one day 어느날

9 court 궁정 39 grandson 손자

10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0 wise 현명한

11 be in one's place ~의 입장에 있다 41 speechless 말을 잃은

12 make sense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42 near ~근처에

13 else 또 다른, 그 밖의

14 pot 항아리

15 potful (항아리 만큼의) 양

16 must ~임에 틀림없다

17 indeed 실제로, 사실

18 narrow 좁은

19 thus 그러므로, 그래서

20 wisdom 지혜

21 a number of 많은

22 official(명사) 신하, 직원

23 certainly 분명히

24 such 그러한

25 become ~가 되다

26 for oneself 스스로

27 without ~없이

28 pumpkin 호박

29 tale 이야기

30 among ~중에, ~사이에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