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ugh ~를 통해서 31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2 technology (과학) 기술 32 sense(동사) 느끼다

3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3 emotion 감정

4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34 self-driving 자율 주행

5 a variety of 다양한 35 navigate 나아가다, 항해하다

6 task 일, 업무 36 so that ~하기 위해서

7 there is(are) ~가 있다 37 swarm 무리, 군집

8 delivery 배달 38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9 factory 공장 39 one another 서로서로

10 public place 공공장소 40 include 포함하다

11 become ~가 되다 41 site 장소

12 in the past 과거에 42 solution 해결책

13 perform 수행하다 43 search 탐색, 수색

14 however 그러나 44 rescue 구조(하다)

15 get + 비교급 점점 더 ~하다 45 area 영역, 지역

16 soon 곧 46 survivor 생존자

17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47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18 perceive 인지하다 48 danger 위험

19 environment 환경 49 route 길

20 decision 결정 50 escape 피하다

21 recognize 인식하다 51 safety 안전

22 speech 말, 연설 52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23 answer 대답하다 53 expect 기대하다

24 machine 기계 54 convenient 편리한

25 owner 주인 55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26 praise 칭찬(하다) 56 such as ~와 같은

27 present 현재 57 threat 위협

28 anywhere 어디서든 58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29 road 길

30 disaster 재난

중3 능률 김성곤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ugh 31 throughout the day

2 technology 32 sense(동사)

3 not ~ anymore 33 emotion

4 around the world 34 self-driving

5 a variety of 35 navigate

6 task 36 so that

7 there is(are) 37 swarm

8 delivery 38 communicate with

9 factory 39 one another

10 public place 40 include

11 become 41 site

12 in the past 42 solution

13 perform 43 search

14 however 44 rescue

15 get + 비교급 45 area

16 soon 46 survivor

17 artificial intelligence 47 deal with

18 perceive 48 danger

19 environment 49 route

20 decision 50 escape

21 recognize 51 safety

22 speech 52 toward

23 answer 53 expect

24 machine 54 convenient

25 owner 55 cause(동사)

26 praise 56 such as

27 present 57 threat

28 anywhere 58 ensure

29 road

30 disaster

중3 능률 김성곤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cue 31 anywhere

2 convenient 32 artificial intelligence

3 navigate 33 emotion

4 road 34 site

5 such as 35 not ~ anymore

6 route 36 toward

7 expect 37 a variety of

8 become 38 safety

9 get + 비교급 39 threat

10 escape 40 search

11 technology 41 answer

12 owner 42 delivery

13 through 43 around the world

14 solution 44 disaster

15 factory 45 self-driving

16 perceive 46 environment

17 one another 47 speech

18 ensure 48 deal with

19 communicate with 49 praise

20 there is(are) 50 public place

21 include 51 so that

22 decision 52 soon

23 perform 53 however

24 throughout the day 54 survivor

25 machine 55 swarm

26 danger 56 in the past

27 sense(동사) 57 recognize

28 present 58 cause(동사)

29 task

30 area

중3 능률 김성곤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구조(하다) 31 어디서든

2 편리한 32 (AI) 인공지능

3 나아가다, 항해하다 33 감정

4 길 34 장소

5 ~와 같은 35 더 이상 ~이 아닌

6 길 36 ~쪽으로, ~를 향해서

7 기대하다 37 다양한

8 ~가 되다 38 안전

9 점점 더 ~하다 39 위협

10 피하다 40 탐색, 수색

11 (과학) 기술 41 대답하다

12 주인 42 배달

13 ~를 통해서 43 전 세계에

14 해결책 44 재난

15 공장 45 자율 주행

16 인지하다 46 환경

17 서로서로 47 말, 연설

18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48 다루다, 처리하다

19 ~와 의사소통하다 49 칭찬(하다)

20 ~가 있다 50 공공장소

21 포함하다 51 ~하기 위해서

22 결정 52 곧

23 수행하다 53 그러나

24 하루 종일 54 생존자

25 기계 55 무리, 군집

26 위험 56 과거에

27 느끼다 57 인식하다

28 현재 58 야기하다, 초래하다

29 일, 업무

30 영역, 지역

중3 능률 김성곤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cue 31 anywhere

2 convenient 32 artificial intelligence

3 navigate 33 emotion

4 road 34 site

5 such as 35 not ~ anymore

6 길 36 ~쪽으로, ~를 향해서

7 기대하다 37 다양한

8 ~가 되다 38 안전

9 점점 더 ~하다 39 위협

10 피하다 40 탐색, 수색

11 technology 41 answer

12 owner 42 delivery

13 through 43 around the world

14 solution 44 disaster

15 factory 45 self-driving

16 인지하다 46 환경

17 서로서로 47 말, 연설

18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48 다루다, 처리하다

19 ~와 의사소통하다 49 칭찬(하다)

20 ~가 있다 50 공공장소

21 include 51 so that

22 decision 52 soon

23 perform 53 however

24 throughout the day 54 survivor

25 machine 55 swarm

26 위험 56 과거에

27 느끼다 57 인식하다

28 현재 58 야기하다, 초래하다

29 일, 업무

30 영역, 지역

중3 능률 김성곤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cue 구조(하다) 31 anywhere 어디서든

2 convenient 편리한 32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3 navigate 나아가다, 항해하다 33 emotion 감정

4 road 길 34 site 장소

5 such as ~와 같은 35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6 route 길 36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7 expect 기대하다 37 a variety of 다양한

8 become ~가 되다 38 safety 안전

9 get + 비교급 점점 더 ~하다 39 threat 위협

10 escape 피하다 40 search 탐색, 수색

11 technology (과학) 기술 41 answer 대답하다

12 owner 주인 42 delivery 배달

13 through ~를 통해서 43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14 solution 해결책 44 disaster 재난

15 factory 공장 45 self-driving 자율 주행

16 perceive 인지하다 46 environment 환경

17 one another 서로서로 47 speech 말, 연설

18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48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19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49 praise 칭찬(하다)

20 there is(are) ~가 있다 50 public place 공공장소

21 include 포함하다 51 so that ~하기 위해서

22 decision 결정 52 soon 곧

23 perform 수행하다 53 however 그러나

24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54 survivor 생존자

25 machine 기계 55 swarm 무리, 군집

26 danger 위험 56 in the past 과거에

27 sense(동사) 느끼다 57 recognize 인식하다

28 present 현재 58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29 task 일, 업무

30 area 영역, 지역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