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port 보고서 31 identity 정체

2 conservation 보존 32 known as ~로 알려진

3 figure out 알아내다 33 include 포함하다

4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34 pagoda (사찰의) 탑

5 recover 회복하다 35 previously 이전에

6 the past 과거 36 repair 수리하다

7 contents 목차, 내용 37 according to ~에 따르면

8 introduction 서론 38 dynasty 왕조

9 case 사례 39 play a role in ~에 역할을 하다

10 conclusion 결론 40 historical 역사적인

11 culture 문화 41 truth 진실

12 reflect 반영하다 4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3 knowledge 지식 43 original 원래의

14 sense of belonging 소속감 44 hidden 숨겨진

15 restore 복원하다 45 local 지역의

16 damage 손상시키다 46 reward 보상

17 preserve 보존하다 47 loyalty 충성(심)

18 care 보살핌 48 delicate 정교한

19 protection 보호 49 pattern 문양

20 cultural works 문화재 50 below 아래에

21 scientific 과학적인 51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22 method 방법 52 take a photograph 사진을 찍다

23 interest 관심, 흥미 53 break down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24 combination 결합, 조합 54 glue A back together A를 다시 접착제로 붙이다

25 example 예, 사례 55 photography 사진술

26 object 물건, 사물, 물체 56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27 trash 쓰레기 57 remove 제거하다

28 burnt 다 타버린 58 foreign matter 이물질

29 document 문서 59 rust 녹

30 reveal 드러내다 60 surface 표면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trol 억제하다 91 marble 대리석

62 corrosion 부식 92 material 재료

63 chemical 화학적인 93 carry out 수행하다, 실행하다

64 treatment 처리 94 rebuild 다시 쌓다

65 at last 마침내 95 story 층

66 regain 되찾다 96 put A together A를 결합하다

67 shine 광택 97 incorrectly 부정확하게

68 elaborate 정교한 98 order 순서

69 decoration 장식 99 proud 자랑스러운

70 splendid 화려한

71 shape 형태, 모양

72 unique 독특한

73 structure 구조

74 disassemble 해체하다, 분해하다

75 illegally 불법적으로

76 transport 옮기다

77 court 법원, 법정

78 official 공무원

79 return 반환하다, 돌려주다

80 leave ~을 ...한 상태로 남겨두다

81 left disassembled 해체된 상태로 방치된

82 palace 궁전, 궁

83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84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85 and so on 기타 등등

86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면서

87 it takes 시간 to V V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88 cement 시멘트

89 restoration 복원

90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port 31 identity

2 conservation 32 known as

3 figure out 33 include

4 cultural heritage 34 pagoda

5 recover 35 previously

6 the past 36 repair

7 contents 37 according to

8 introduction 38 dynasty

9 case 39 play a role in

10 conclusion 40 historical

11 culture 41 truth

12 reflect 42 not only A but also B

13 knowledge 43 original

14 sense of belonging 44 hidden

15 restore 45 local

16 damage 46 reward

17 preserve 47 loyalty

18 care 48 delicate

19 protection 49 pattern

20 cultural works 50 below

21 scientific 51 recognize

22 method 52 take a photograph

23 interest 53 break down A into B

24 combination 54 glue A back together

25 example 55 photography

26 object 56 determine

27 trash 57 remove

28 burnt 58 foreign matter

29 document 59 rust

30 reveal 60 surface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trol 91 marble

62 corrosion 92 material

63 chemical 93 carry out

64 treatment 94 rebuild

65 at last 95 story

66 regain 96 put A together

67 shine 97 incorrectly

68 elaborate 98 order

69 decoration 99 proud

70 splendid

71 shape

72 unique

73 structure

74 disassemble

75 illegally

76 transport

77 court

78 official

79 return

80 leave

81 left disassembled

82 palace

83 although

84 suffer from

85 and so on

86 as time goes by

87 it takes 시간 to V

88 cement

89 restoration

90 replace A with B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time goes by 31 rust

2 burnt 32 suffer from

3 object 33 decoration

4 structure 34 example

5 recover 35 reward

6 restoration 36 and so on

7 left disassembled 37 knowledge

8 pagoda 38 document

9 contents 39 play a role in

10 restore 40 the past

11 chemical 41 at last

12 put A together 42 material

13 trash 43 corrosion

14 determine 44 identity

15 hidden 45 surface

16 elaborate 46 control

17 disassemble 47 proud

18 replace A with B 48 below

19 introduction 49 scientific

20 interest 50 truth

21 regain 51 conservation

22 leave 52 include

23 dynasty 53 original

24 break down A into B 54 cultural works

25 unique 55 story

26 case 56 report

27 although 57 not only A but also B

28 damage 58 according to

29 conclusion 59 it takes 시간 to V

30 remove 60 cement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시간이 지나면서 31 녹

2 다 타버린 32 ~로 고통 받다

3 물건, 사물, 물체 33 장식

4 구조 34 예, 사례

5 회복하다 35 보상

6 복원 36 기타 등등

7 해체된 상태로 방치된 37 지식

8 (사찰의) 탑 38 문서

9 목차, 내용 39 ~에 역할을 하다

10 복원하다 40 과거

11 화학적인 41 마침내

12 A를 결합하다 42 재료

13 쓰레기 43 부식

14 알아내다, 결정하다 44 정체

15 숨겨진 45 표면

16 정교한 46 억제하다

17 해체하다, 분해하다 47 자랑스러운

18 A를 B로 대체하다 48 아래에

19 서론 49 과학적인

20 관심, 흥미 50 진실

21 되찾다 51 보존

22 ~을 ...한 상태로 남겨두다 52 포함하다

23 왕조 53 원래의

24 A를 B로 나누다 54 문화재

25 독특한 55 층

26 사례 56 보고서

27 비록 ~일지라도 57 A뿐만 아니라 B도

28 손상시키다 58 ~에 따르면

29 결론 59 V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30 제거하다 60 시멘트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time goes by 31 rust

2 burnt 32 suffer from

3 object 33 decoration

4 structure 34 example

5 recover 35 reward

6 복원 36 기타 등등

7 해체된 상태로 방치된 37 지식

8 (사찰의) 탑 38 문서

9 목차, 내용 39 ~에 역할을 하다

10 복원하다 40 과거

11 chemical 41 at last

12 put A together 42 material

13 trash 43 corrosion

14 determine 44 identity

15 hidden 45 surface

16 정교한 46 억제하다

17 해체하다, 분해하다 47 자랑스러운

18 A를 B로 대체하다 48 아래에

19 서론 49 과학적인

20 관심, 흥미 50 진실

21 regain 51 conservation

22 leave 52 include

23 dynasty 53 original

24 break down A into B 54 cultural works

25 unique 55 story

26 사례 56 보고서

27 비록 ~일지라도 57 A뿐만 아니라 B도

28 손상시키다 58 ~에 따르면

29 결론 59 V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30 제거하다 60 시멘트

영어 1 천재(이재영)



제 5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면서 31 rust 녹

2 burnt 다 타버린 32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3 object 물건, 사물, 물체 33 decoration 장식

4 structure 구조 34 example 예, 사례

5 recover 회복하다 35 reward 보상

6 restoration 복원 36 and so on 기타 등등

7 left disassembled 해체된 상태로 방치된 37 knowledge 지식

8 pagoda (사찰의) 탑 38 document 문서

9 contents 목차, 내용 39 play a role in ~에 역할을 하다

10 restore 복원하다 40 the past 과거

11 chemical 화학적인 41 at last 마침내

12 put A together A를 결합하다 42 material 재료

13 trash 쓰레기 43 corrosion 부식

14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44 identity 정체

15 hidden 숨겨진 45 surface 표면

16 elaborate 정교한 46 control 억제하다

17 disassemble 해체하다, 분해하다 47 proud 자랑스러운

18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48 below 아래에

19 introduction 서론 49 scientific 과학적인

20 interest 관심, 흥미 50 truth 진실

21 regain 되찾다 51 conservation 보존

22 leave ~을 ...한 상태로 남겨두다 52 include 포함하다

23 dynasty 왕조 53 original 원래의

24 break down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54 cultural works 문화재

25 unique 독특한 55 story 층

26 case 사례 56 report 보고서

2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5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8 damage 손상시키다 58 according to ~에 따르면

29 conclusion 결론 59 it takes 시간 to V V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30 remove 제거하다 60 cement 시멘트

영어 1 천재(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