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male 여성 31 breadwinner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

장

2 diver 잠수사 32 own(형용사) 자신의

3 past 지난 33 community 지역사회

4 several 몇몇의 34 form 형성하다

5 underwater 물속의, 수면 밑의 35 each other 서로서로

6 photographer 사진사 36 less 더 적은, 덜

7 promote 홍보하다 37 environment 환경

8 worldwide 전 세계에 38 marine 해양의

9 harvest 수확하다 39 destroy 파괴하다

10 seefood 해산물 40 attend 참석하다, 출석하다

11 without ~없이 41 overseas 해외의

12 breathing device 호흡 장치 42 exhibition 전시회

13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43 a couple of 두 세명의

14 studio 작업실 44 tightly 꽉, 단단히

15 experience 경험 45 whole 전체의

16 become ~가 되다 46 such 그러한

17 one day 어느날 47 audience 청중, 시청자

18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48 deeply 매우, 깊게

19 however 그러나 49 moved 감동 받은

20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50 moment 순간

21 laugh 웃다

22 realize 깨닫다

23 wetsuits 잠수복

24 of course 물론

25 promise 약속하다

26 symbol 상징

27 volcanic 화산의

28 island 섬

29 suitable 적절한

30 farming 농업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male 31 breadwinner

2 diver 32 own(형용사)

3 past 33 community

4 several 34 form

5 underwater 35 each other

6 photographer 36 less

7 promote 37 environment

8 worldwide 38 marine

9 harvest 39 destroy

10 seefood 40 attend

11 without 41 overseas

12 breathing device 42 exhibition

13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3 a couple of

14 studio 44 tightly

15 experience 45 whole

16 become 46 such

17 one day 47 audience

18 happen to V 48 deeply

19 however 49 moved

20 keep Ving 50 moment

21 laugh

22 realize

23 wetsuits

24 of course

25 promise

26 symbol

27 volcanic

28 island

29 suitable

30 farming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verseas 31 audience

2 island 32 keep Ving

3 happen to V 33 promote

4 photographer 34 form

5 moved 35 seefood

6 harvest 36 moment

7 such 37 without

8 volcanic 38 become

9 tightly 39 exhibition

10 diver 40 environment

11 one day 41 several

12 each other 42 destroy

13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3 laugh

14 symbol 44 attend

15 less 45 breathing device

16 female 46 of course

17 experience 47 realize

18 underwater 48 deeply

19 a couple of 49 community

20 suitable 50 worldwide

21 whole

22 past

23 studio

24 farming

25 wetsuits

26 promise

27 own(형용사)

28 breadwinner

29 however

30 marin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해외의 31 청중, 시청자

2 섬 32 계속해서 ~하다

3 우연히 ~하다 33 홍보하다

4 사진사 34 형성하다

5 감동 받은 35 해산물

6 수확하다 36 순간

7 그러한 37 ~없이

8 화산의 38 ~가 되다

9 꽉, 단단히 39 전시회

10 잠수사 40 환경

11 어느날 41 몇몇의

12 서로서로 42 파괴하다

1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43 웃다

14 상징 44 참석하다, 출석하다

15 더 적은, 덜 45 호흡 장치

16 여성 46 물론

17 경험 47 깨닫다

18 물속의, 수면 밑의 48 매우, 깊게

19 두 세명의 49 지역사회

20 적절한 50 전 세계에

21 전체의

22 지난

23 작업실

24 농업

25 잠수복

26 약속하다

27 자신의

28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

장

29 그러나

30 해양의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verseas 31 audience

2 island 32 keep Ving

3 happen to V 33 promote

4 photographer 34 form

5 moved 35 seefood

6 수확하다 36 순간

7 그러한 37 ~없이

8 화산의 38 ~가 되다

9 꽉, 단단히 39 전시회

10 잠수사 40 환경

11 one day 41 several

12 each other 42 destroy

13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3 laugh

14 symbol 44 attend

15 less 45 breathing device

16 여성 46 물론

17 경험 47 깨닫다

18 물속의, 수면 밑의 48 매우, 깊게

19 두 세명의 49 지역사회

20 적절한 50 전 세계에

21 whole

22 past

23 studio

24 farming

25 wetsuits

26 약속하다

27 자신의

28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

장

29 그러나

30 해양의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verseas 해외의 31 audience 청중, 시청자

2 island 섬 32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3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33 promote 홍보하다

4 photographer 사진사 34 form 형성하다

5 moved 감동 받은 35 seefood 해산물

6 harvest 수확하다 36 moment 순간

7 such 그러한 37 without ~없이

8 volcanic 화산의 38 become ~가 되다

9 tightly 꽉, 단단히 39 exhibition 전시회

10 diver 잠수사 40 environment 환경

11 one day 어느날 41 several 몇몇의

12 each other 서로서로 42 destroy 파괴하다

13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43 laugh 웃다

14 symbol 상징 44 attend 참석하다, 출석하다

15 less 더 적은, 덜 45 breathing device 호흡 장치

16 female 여성 46 of course 물론

17 experience 경험 47 realize 깨닫다

18 underwater 물속의, 수면 밑의 48 deeply 매우, 깊게

19 a couple of 두 세명의 49 community 지역사회

20 suitable 적절한 50 worldwide 전 세계에

21 whole 전체의

22 past 지난

23 studio 작업실

24 farming 농업

25 wetsuits 잠수복

26 promise 약속하다

27 own(형용사) 자신의

28 breadwinner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

장

29 however 그러나

30 marine 해양의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