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dder 사다리 31 decide 결정하다

2 others 다른 사람들 32 invader 침입자

3 share 공유하다 33 swampy 늪 같은, 질퍽질퍽한

4 imagine 상상하다 34 surface 표면

5 climb 오르다 35 install 설치하다

6 hidden 숨겨진 36 more than ~이상

7 opening 구멍 37 million 백만의

8 unwelcome 반갑지 않은 38 wooden 나무로 된

9 visitor 방문객 39 pole 기둥

10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40 support 지지하다

11 sto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41 huge 엄청난

12 thick 두꺼운 42 neighbor 이웃

13 wall 벽 43 floor 층

14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44 store(동사) 저장하다

15 earth 흙 45 tool 도구

16 straw 지푸라기 46 village 마을

17 flat 평평한 47 mostly 대개

18 roof 지붕 48 family name (이름의) 성

19 gondola
곤돌라(베니스에서 운하를

오가는 기다란 배)
49 house(동사) 수용하다

20 island 섬 50 up to ~까지

21 tide 조수(밀물, 썰물)

22 rise 올라가다, 오르다

23 leave ~상태로 남겨두다

24 however 그러나

25 through ~를 통해서

26 raise 올리다

27 walkway 보도

2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29 float 뜨다, 떠다니다

30 wonder 궁금해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dder 31 decide

2 others 32 invader

3 share 33 swampy

4 imagine 34 surface

5 climb 35 install

6 hidden 36 more than

7 opening 37 million

8 unwelcome 38 wooden

9 visitor 39 pole

10 appear 40 support

11 stop O from Ving 41 huge

12 thick 42 neighbor

13 wall 43 floor

14 be made of 44 store(동사)

15 earth 45 tool

16 straw 46 village

17 flat 47 mostly

18 roof 48 family name

19 gondola 49 house(동사)

20 island 50 up to

21 tide

22 rise

23 leave

24 however

25 through

26 raise

27 walkway

28 be known as

29 float

30 wonder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ugh 31 tool

2 earth 32 wonder

3 wooden 33 climb

4 appear 34 million

5 rise 35 up to

6 others 36 roof

7 invader 37 thick

8 be known as 38 unwelcome

9 walkway 39 raise

10 visitor 40 share

11 decide 41 be made of

12 village 42 float

13 tide 43 flat

14 huge 44 neighbor

15 opening 45 floor

16 hidden 46 gondola

17 mostly 47 install

18 family name 48 surface

19 support 49 straw

20 pole 50 swampy

21 house(동사)

22 leave

23 however

24 ladder

25 store(동사)

26 more than

27 island

28 imagine

29 stop O from Ving

30 wall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를 통해서 31 도구

2 흙 32 궁금해하다

3 나무로 된 33 오르다

4 나타나다, 등장하다 34 백만의

5 올라가다, 오르다 35 ~까지

6 다른 사람들 36 지붕

7 침입자 37 두꺼운

8 ~로서 알려지다 38 반갑지 않은

9 보도 39 올리다

10 방문객 40 공유하다

11 결정하다 41 ~로 만들어지다

12 마을 42 뜨다, 떠다니다

13 조수(밀물, 썰물) 43 평평한

14 엄청난 44 이웃

15 구멍 45 층

16 숨겨진 46
곤돌라(베니스에서 운하를

오가는 기다란 배)

17 대개 47 설치하다

18 (이름의) 성 48 표면

19 지지하다 49 지푸라기

20 기둥 50 늪 같은, 질퍽질퍽한

21 수용하다

22 ~상태로 남겨두다

23 그러나

24 사다리

25 저장하다

26 ~이상

27 섬

28 상상하다

29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30 벽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ugh 31 tool

2 earth 32 wonder

3 wooden 33 climb

4 appear 34 million

5 rise 35 up to

6 다른 사람들 36 지붕

7 침입자 37 두꺼운

8 ~로서 알려지다 38 반갑지 않은

9 보도 39 올리다

10 방문객 40 공유하다

11 decide 41 be made of

12 village 42 float

13 tide 43 flat

14 huge 44 neighbor

15 opening 45 floor

16 숨겨진 46
곤돌라(베니스에서 운하를

오가는 기다란 배)

17 대개 47 설치하다

18 (이름의) 성 48 표면

19 지지하다 49 지푸라기

20 기둥 50 늪 같은, 질퍽질퍽한

21 house(동사)

22 leave

23 however

24 ladder

25 store(동사)

26 ~이상

27 섬

28 상상하다

29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30 벽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ough ~를 통해서 31 tool 도구

2 earth 흙 32 wonder 궁금해하다

3 wooden 나무로 된 33 climb 오르다

4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34 million 백만의

5 rise 올라가다, 오르다 35 up to ~까지

6 others 다른 사람들 36 roof 지붕

7 invader 침입자 37 thick 두꺼운

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38 unwelcome 반갑지 않은

9 walkway 보도 39 raise 올리다

10 visitor 방문객 40 share 공유하다

11 decide 결정하다 41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12 village 마을 42 float 뜨다, 떠다니다

13 tide 조수(밀물, 썰물) 43 flat 평평한

14 huge 엄청난 44 neighbor 이웃

15 opening 구멍 45 floor 층

16 hidden 숨겨진 46 gondola
곤돌라(베니스에서 운하를

오가는 기다란 배)

17 mostly 대개 47 install 설치하다

18 family name (이름의) 성 48 surface 표면

19 support 지지하다 49 straw 지푸라기

20 pole 기둥 50 swampy 늪 같은, 질퍽질퍽한

21 house(동사) 수용하다

22 leave ~상태로 남겨두다

23 however 그러나

24 ladder 사다리

25 store(동사) 저장하다

26 more than ~이상

27 island 섬

28 imagine 상상하다

29 sto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30 wall 벽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