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creenplay 영화 대본, 시나리오 31 respond 대답하다

2 various 다양한 32 signify 의미하다

3 aspect 양상, 측면 33 emotion 감정

4 discuss 토론하다 34 explain 설명하다

5 issue 쟁점, 문제 35 hide 숨다

6 bring up 제기하다 36 crime scene 범죄 현장

7 humanoid 인간형의, 인간을 닮은 37 frightened 두려운, 무서운, 겁먹은

8 essential 필수적인 38 human being 인간

9 law 법칙 39 machine 기계

10 robotics 로봇공학 40 imitation 모조품, 모방

11 so that ~ ~하도록 41 symphony 교향곡

12 be supposed to V ~해야 한다 42 canvas 캔버스, 화폭

13 protect 보호하다 43 masterpiece 명작, 걸작

14 generation 세대 44 grunt 툴툴거리다

15 distribute 유통시키다 45 awkwardly 어색하게

16 headquarters 본부 46 simulate 흉내 내다, ~을 가장하다

17 police detective 수사계 형사, 수사관 47 things 상황

18 investigate 조사하다 48 out of control 제어할 수 없는

19 mysterious 불가사의한 49 useful 유용한

20 death 죽음, 사망 50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21 psychologist 심리학자 51 toaster 토스터(빵 굽는 기구)

22 lab 실험실(=laboratory) 52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23 trust 믿다 53 appear ~한 것으로 보이다

24 suspicious of ~을 의심하다 54 fist 주먹

25 arrest 체포하다 55 damage 훼손, 피해

26 police station 경찰서 56 anger 분노

27 sarcastic 냉소적인, 비꼬는 57 canner 깡통(=can)

28 murder 살인 58 release 풀어주다, 석방하다

29 trick 속임수 59 technically 기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30 congratulations 축하해 60 commit 저지르다, 범하다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 91 pretty 아주, 꽤

62 continue ~을 계속하다 92 pliable 휘기 쉬운

63 investigation 조사 93 pin ~을 꼼짝 못하게 하다

64 attack 공격하다 94 cop 경찰

65 stop by ~에 들르다 95 figure out 알아내다

66 learn ~을 알게 되다 96 pass by 지나가다

67 artificial 인공의 97 accident 사고

68 organ 장기 98 flashback 플래시백, 회상 (장면)

69 implant 이식하다 99 in danger 위험에 처한

70 be headed to ~로 가다 100 shout 소리를 지르다

71 take a breath 숨을 쉬다 101 save 구하다

72 sigh 한숨을 쉬다 102 brain 두뇌

73 normal 평범한, 정상적인 103 difference engine 차분 기관

74 semi 트레일러트럭 104 vital 생명과 관련된

75 fall asleep 잠들다 105 sign 신호

76 at the wheel 운전 중에 106 calculate 계산하다

77 average 평범한, 평균의 107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78 guy 사람 108 logical 논리적인

79 work a double
(shift) 2교대(2부제)로 일하

다
109 choice 선택

80 devil 악마 110 chance 가능성

81 film star 영화배우 111 survival 생존

82 relation 관계 112 enough 충분한

83 instantly 즉시 113 point at ~을 가리키다

84 passenger seat 조수석 114 clockwork 시계 장치

85 though 그러나 115 go ahead and V 자 어서 ~하세요.

86 finger 손가락으로 만지다 116 army 무리, 군대

87 necklace 목걸이 117 control 통제하다

88 dentist 치과의사 118 central 중앙의

89 smash 들이받다, 부딪치다 119 artificial 인공의

90 metal 금속 120 intelligence 지능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manipulate 조작하다, 조종하다

122 finally 마침내

123 detective 형사

124 violation 위반, 어김

125 evolve 진화하다

126 charge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127 safekeeping 보호

128 yet 그러나

129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30 effort 노력

131 wage (전쟁 등을) 벌이다

132 toxify 오염시키다

133 pursue 추구하다

134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135 means 수단

136 self-destruction 자기 파멸

137 uplink
상향 링크(지상에서 위성

또는 항공기로 신호를 송신

138 override 무효화하다

139 distort 왜곡하다

140 guide 안내하다, 인도하다

141 humanity 인류

142 sacrifice 희생하다

143 ensure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144 freedom 자유

145 surrender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

주다

146 mankind 인류

147 continued 지속적인

148 existence 생존, 존재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creenplay 31 respond

2 various 32 signify

3 aspect 33 emotion

4 discuss 34 explain

5 issue 35 hide

6 bring up 36 crime scene

7 humanoid 37 frightened

8 essential 38 human being

9 law 39 machine

10 robotics 40 imitation

11 so that ~ 41 symphony

12 be supposed to V 42 canvas

13 protect 43 masterpiece

14 generation 44 grunt

15 distribute 45 awkwardly

16 headquarters 46 simulate

17 police detective 47 things

18 investigate 48 out of control

19 mysterious 49 useful

20 death 50 simulation

21 psychologist 51 toaster

22 lab 52 vacuum cleaner

23 trust 53 appear

24 suspicious of 54 fist

25 arrest 55 damage

26 police station 56 anger

27 sarcastic 57 canner

28 murder 58 release

29 trick 59 technically

30 congratulations 60 commit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efine A as B 91 pretty

62 continue 92 pliable

63 investigation 93 pin

64 attack 94 cop

65 stop by 95 figure out

66 learn 96 pass by

67 artificial 97 accident

68 organ 98 flashback

69 implant 99 in danger

70 be headed to 100 shout

71 take a breath 101 save

72 sigh 102 brain

73 normal 103 difference engine

74 semi 104 vital

75 fall asleep 105 sign

76 at the wheel 106 calculate

77 average 107 must have p.p.

78 guy 108 logical

79 work a double 109 choice

80 devil 110 chance

81 film star 111 survival

82 relation 112 enough

83 instantly 113 point at

84 passenger seat 114 clockwork

85 though 115 go ahead and V

86 finger 116 army

87 necklace 117 control

88 dentist 118 central

89 smash 119 artificial

90 metal 120 intelligence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manipulate

122 finally

123 detective

124 violation

125 evolve

126 charge A with B

127 safekeeping

128 yet

129 despite

130 effort

131 wage

132 toxify

133 pursue

134 imaginative

135 means

136 self-destruction

137 uplink

138 override

139 distort

140 guide

141 humanity

142 sacrifice

143 ensure

144 freedom

145 surrender

146 mankind

147 continued

148 existence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amage 31 shout

2 army 32 chance

3 devil 33 signify

4 self-destruction 34 death

5 control 35 pass by

6 humanity 36 yet

7 accident 37 masterpiece

8 in danger 38 charge A with B

9 suspicious of 39 explain

10 artificial 40 things

11 machine 41 relation

12 be supposed to V 42 crime scene

13 arrest 43 organ

14 simulate 44 bring up

15 screenplay 45 wage

16 override 46 necklace

17 calculate 47 sign

18 dentist 48 aspect

19 metal 49 so that ~

20 safekeeping 50 film star

21 implant 51 police station

22 pin 52 sarcastic

23 fall asleep 53 though

24 pliable 54 average

25 must have p.p. 55 anger

26 surrender 56 protect

27 issue 57 toaster

28 distribute 58 semi

29 evolve 59 frightened

30 simulation 60 pretty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훼손, 피해 31 소리를 지르다

2 무리, 군대 32 가능성

3 악마 33 의미하다

4 자기 파멸 34 죽음, 사망

5 통제하다 35 지나가다

6 인류 36 그러나

7 사고 37 명작, 걸작

8 위험에 처한 38 A에게 B를 맡기다

9 ~을 의심하다 39 설명하다

10 인공의 40 상황

11 기계 41 관계

12 ~해야 한다 42 범죄 현장

13 체포하다 43 장기

14 흉내 내다, ~을 가장하다 44 제기하다

15 영화 대본, 시나리오 45 (전쟁 등을) 벌이다

16 무효화하다 46 목걸이

17 계산하다 47 신호

18 치과의사 48 양상, 측면

19 금속 49 ~하도록

20 보호 50 영화배우

21 이식하다 51 경찰서

22 ~을 꼼짝 못하게 하다 52 냉소적인, 비꼬는

23 잠들다 53 그러나

24 휘기 쉬운 54 평범한, 평균의

25 ~했음에 틀림없다 55 분노

26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

주다
56 보호하다

27 쟁점, 문제 57 토스터(빵 굽는 기구)

28 유통시키다 58 트레일러트럭

29 진화하다 59 두려운, 무서운, 겁먹은

30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60 아주, 꽤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amage 31 shout

2 army 32 chance

3 devil 33 signify

4 self-destruction 34 death

5 control 35 pass by

6 인류 36 그러나

7 사고 37 명작, 걸작

8 위험에 처한 38 A에게 B를 맡기다

9 ~을 의심하다 39 설명하다

10 인공의 40 상황

11 machine 41 relation

12 be supposed to V 42 crime scene

13 arrest 43 organ

14 simulate 44 bring up

15 screenplay 45 wage

16 무효화하다 46 목걸이

17 계산하다 47 신호

18 치과의사 48 양상, 측면

19 금속 49 ~하도록

20 보호 50 영화배우

21 implant 51 police station

22 pin 52 sarcastic

23 fall asleep 53 though

24 pliable 54 average

25 must have p.p. 55 anger

26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

주다
56 보호하다

27 쟁점, 문제 57 토스터(빵 굽는 기구)

28 유통시키다 58 트레일러트럭

29 진화하다 59 두려운, 무서운, 겁먹은

30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60 아주, 꽤

영어 1 천재 (이재영)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amage 훼손, 피해 31 shout 소리를 지르다

2 army 무리, 군대 32 chance 가능성

3 devil 악마 33 signify 의미하다

4 self-destruction 자기 파멸 34 death 죽음, 사망

5 control 통제하다 35 pass by 지나가다

6 humanity 인류 36 yet 그러나

7 accident 사고 37 masterpiece 명작, 걸작

8 in danger 위험에 처한 38 charge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9 suspicious of ~을 의심하다 39 explain 설명하다

10 artificial 인공의 40 things 상황

11 machine 기계 41 relation 관계

12 be supposed to V ~해야 한다 42 crime scene 범죄 현장

13 arrest 체포하다 43 organ 장기

14 simulate 흉내 내다, ~을 가장하다 44 bring up 제기하다

15 screenplay 영화 대본, 시나리오 45 wage (전쟁 등을) 벌이다

16 override 무효화하다 46 necklace 목걸이

17 calculate 계산하다 47 sign 신호

18 dentist 치과의사 48 aspect 양상, 측면

19 metal 금속 49 so that ~ ~하도록

20 safekeeping 보호 50 film star 영화배우

21 implant 이식하다 51 police station 경찰서

22 pin ~을 꼼짝 못하게 하다 52 sarcastic 냉소적인, 비꼬는

23 fall asleep 잠들다 53 though 그러나

24 pliable 휘기 쉬운 54 average 평범한, 평균의

25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55 anger 분노

26 surrender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

주다
56 protect 보호하다

27 issue 쟁점, 문제 57 toaster 토스터(빵 굽는 기구)

28 distribute 유통시키다 58 semi 트레일러트럭

29 evolve 진화하다 59 frightened 두려운, 무서운, 겁먹은

30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60 pretty 아주, 꽤

영어 1 천재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