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um 토론회 31 collect 모으다

2 post 게시문 32 distribute 분배하다

3 donate 기부하다 33 shelter 쉼터

4 bracelet 팔찌 34 senior center 노인 센터

5 charity event 자선 행사 35 so that ~ ~하도록

6 donation 기부 36 feed ~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7 purchase 구입하다 37 the hungry 굶주린 사람들

8 goods 물건, 상품 38 support 지원하다

9 originally 원래 39 food drive 음식 기부 행사

10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40 individual 개인

11 fundraising 모금하는 41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12 hold-held-held 열다, 개최하다 42 mark 기념하다

13 every other year 2년마다, 격년으로 43 in detail 자세하게

14 join ~에 동참하다 44 gather 모으다

15 clown 광대 45 prepare 준비하다, 마련하다

16 all day 하루 종일 46 surprisingly 놀랍게도

17 everywhere 모든 곳에 47 realize 깨닫다

18 raise money 모금하다 48 meal 끼니

19 and so on 기타 등등 49 set up 준비하다, 마련하다

20 lift
...을 (더 개선된 상태나 지

위로) 높이다
50 recommend 추천하다

21 out of ~에서 벗어나, ~을 나와 51 joyful 즐거운

22 poverty 빈곤 52 run 달리기

23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53 annual 연례의, 1년마다 열리는

24 joy 기쁨 54 fundraiser 기금 마련 행사

25 increase 증가시키다 55 entry fee 참가비

26 sorrow 슬픔 56 costume 복장

27 decrease 덜다, 줄이다 57 spread 전파하다, 확산시키다

28 introduce 소개하다 58 spirit 정신

29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59 disadvantaged 불우한, 빈곤한

30 guess 추측(짐작)하다 60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rbour 항구

62 perfect 완벽한

63 chance 기회

64 at the same time 동시에

65 post 게시하다, 글을 올리다

66 dry cleaner 세탁소

67 pick up 찾아오다, 가져오다

68 school uniform 교복

69 hanger 행거, 옷걸이

70 encourage O to V O가 V하도록 장려하다

71 the homeless 노숙자

72 at least 적어도

73 inexpensive 값싼

74 survive 생존하다

75 look forward to V-ing ~을 몹시 바라다

76 someday 언젠가

77 make a living 생계를 꾸려 나가다

78 bond 결속, 유대

79 option 선택

80 requirement 필수 조건

81 truly 진실로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um 31 collect

2 post 32 distribute

3 donate 33 shelter

4 bracelet 34 senior center

5 charity event 35 so that ~

6 donation 36 feed

7 purchase 37 the hungry

8 goods 38 support

9 originally 39 food drive

10 be eager to V 40 individual

11 fundraising 41 the poor

12 hold-held-held 42 mark

13 every other year 43 in detail

14 join 44 gather

15 clown 45 prepare

16 all day 46 surprisingly

17 everywhere 47 realize

18 raise money 48 meal

19 and so on 49 set up

20 lift 50 recommend

21 out of 51 joyful

22 poverty 52 run

23 share 53 annual

24 joy 54 fundraiser

25 increase 55 entry fee

26 sorrow 56 costume

27 decrease 57 spread

28 introduce 58 spirit

29 nonprofit organization 59 disadvantaged

30 guess 60 take part in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rbour

62 perfect

63 chance

64 at the same time

65 post

66 dry cleaner

67 pick up

68 school uniform

69 hanger

70 encourage O to V

71 the homeless

72 at least

73 inexpensive

74 survive

75 look forward to V-ing

76 someday

77 make a living

78 bond

79 option

80 requirement

81 truly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other year 31 requirement

2 harbour 32 truly

3 spread 33 pick up

4 decrease 34 disadvantaged

5 hanger 35 poverty

6 all day 36 at least

7 guess 37 bond

8 option 38 raise money

9 and so on 39 shelter

10 make a living 40 fundraising

11 clown 41 encourage O to V

12 be eager to V 42 lift

13 entry fee 43 perfect

14 goods 44 the poor

15 donate 45 meal

16 fundraiser 46 collect

17 hold-held-held 47 joy

18 share 48 realize

19 sorrow 49 bracelet

20 post 50 mark

21 joyful 51 everywhere

22 prepare 52 set up

23 nonprofit organization 53 look forward to V-ing

24 join 54 distribute

25 the homeless 55 inexpensive

26 purchase 56 support

27 recommend 57 survive

28 individual 58 food drive

29 post 59 introduce

30 originally 60 senior center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2년마다, 격년으로 31 필수 조건

2 항구 32 진실로

3 전파하다, 확산시키다 33 찾아오다, 가져오다

4 덜다, 줄이다 34 불우한, 빈곤한

5 행거, 옷걸이 35 빈곤

6 하루 종일 36 적어도

7 추측(짐작)하다 37 결속, 유대

8 선택 38 모금하다

9 기타 등등 39 쉼터

10 생계를 꾸려 나가다 40 모금하는

11 광대 41 O가 V하도록 장려하다

12 ~하기를 열망하다 42
...을 (더 개선된 상태나 지

위로) 높이다

13 참가비 43 완벽한

14 물건, 상품 44 가난한 사람들

15 기부하다 45 끼니

16 기금 마련 행사 46 모으다

17 열다, 개최하다 47 기쁨

18 공유하다, 나누다 48 깨닫다

19 슬픔 49 팔찌

20 게시문 50 기념하다

21 즐거운 51 모든 곳에

22 준비하다, 마련하다 52 준비하다, 마련하다

23 비영리 단체 53 ~을 몹시 바라다

24 ~에 동참하다 54 분배하다

25 노숙자 55 값싼

26 구입하다 56 지원하다

27 추천하다 57 생존하다

28 개인 58 음식 기부 행사

29 게시하다, 글을 올리다 59 소개하다

30 원래 60 노인 센터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other year 31 requirement

2 harbour 32 truly

3 spread 33 pick up

4 decrease 34 disadvantaged

5 hanger 35 poverty

6 하루 종일 36 적어도

7 추측(짐작)하다 37 결속, 유대

8 선택 38 모금하다

9 기타 등등 39 쉼터

10 생계를 꾸려 나가다 40 모금하는

11 clown 41 encourage O to V

12 be eager to V 42 lift

13 entry fee 43 perfect

14 goods 44 the poor

15 donate 45 meal

16 기금 마련 행사 46 모으다

17 열다, 개최하다 47 기쁨

18 공유하다, 나누다 48 깨닫다

19 슬픔 49 팔찌

20 게시문 50 기념하다

21 joyful 51 everywhere

22 prepare 52 set up

23 nonprofit organization 53 look forward to V-ing

24 join 54 distribute

25 the homeless 55 inexpensive

26 구입하다 56 지원하다

27 추천하다 57 생존하다

28 개인 58 음식 기부 행사

29 게시하다, 글을 올리다 59 소개하다

30 원래 60 노인 센터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4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other year 2년마다, 격년으로 31 requirement 필수 조건

2 harbour 항구 32 truly 진실로

3 spread 전파하다, 확산시키다 33 pick up 찾아오다, 가져오다

4 decrease 덜다, 줄이다 34 disadvantaged 불우한, 빈곤한

5 hanger 행거, 옷걸이 35 poverty 빈곤

6 all day 하루 종일 36 at least 적어도

7 guess 추측(짐작)하다 37 bond 결속, 유대

8 option 선택 38 raise money 모금하다

9 and so on 기타 등등 39 shelter 쉼터

10 make a living 생계를 꾸려 나가다 40 fundraising 모금하는

11 clown 광대 41 encourage O to V O가 V하도록 장려하다

12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42 lift
...을 (더 개선된 상태나 지

위로) 높이다

13 entry fee 참가비 43 perfect 완벽한

14 goods 물건, 상품 44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15 donate 기부하다 45 meal 끼니

16 fundraiser 기금 마련 행사 46 collect 모으다

17 hold-held-held 열다, 개최하다 47 joy 기쁨

18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48 realize 깨닫다

19 sorrow 슬픔 49 bracelet 팔찌

20 post 게시문 50 mark 기념하다

21 joyful 즐거운 51 everywhere 모든 곳에

22 prepare 준비하다, 마련하다 52 set up 준비하다, 마련하다

23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53 look forward to V-ing ~을 몹시 바라다

24 join ~에 동참하다 54 distribute 분배하다

25 the homeless 노숙자 55 inexpensive 값싼

26 purchase 구입하다 56 support 지원하다

27 recommend 추천하다 57 survive 생존하다

28 individual 개인 58 food drive 음식 기부 행사

29 post 게시하다, 글을 올리다 59 introduce 소개하다

30 originally 원래 60 senior center 노인 센터

영어 1 천재(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