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le model 역할 모델 31 willingly 기꺼이

2 announcer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32 starving 굶주리는

3 goal 목표 33 obstacle 장애물

4 study 연구 34 complain 불평하다

5 stick to ~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35 bobsledder 봅슬레이 선수

6 influence 영향을 주다 36 laugh at 비웃다

7 positive 긍정적인 37 touch 감동시키다

8 lesson 1. 수업 2. 과 3. 교훈 38 seem ~처럼 보이다

9 dream
1. (자면서) 꿈을 꾸다 2.

(바라는 일을) 꿈꾸다
39 athlete 선수

10 author 1. 작가 2. 입안자 40 frustrate 좌절시키다

11 fascinate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41 colleague 동료

12 character
1. 성격 2. 특징 3. 글자 4.

등장인물
42 support 지지

13 unfortunate 불행한 43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14 break free (~에서) 도망치다, 떠나다 44 clear 분명한

15 come true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45 be over 끝나다

16 confident 1. 자신 있는 2. 확신하는 46 be worthy of ~할 만하다

17 hopeful 희망에 찬 47 respect 존경

18 female 여성의 48 sophomore 2학년

19 merchant 상인 49 freshman 신입생

20 dynasty 왕조 50 explanation 설명

21 earn 벌다 51 completely 완전히

22 follow 따르다 52 method 방법

23 challenge 도전하다 53 concept 개념

24 spirit 정신 54 why not 동사 ~? ~하는 게 어때?

25 era 시대

26 restriction 제한, 규제

27 overcome 극복하다

28 destiny 운명

29 all by oneself 혼자서

30 fortune 1. 운 2. 재산, 부

영어1 천재 (이재영)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le model 31 willingly

2 announcer 32 starving

3 goal 33 obstacle

4 study 34 complain

5 stick to 35 bobsledder

6 influence 36 laugh at

7 positive 37 touch

8 lesson 38 seem

9 dream 39 athlete

10 author 40 frustrate

11 fascinate 41 colleague

12 character 42 support

13 unfortunate 43 motivate

14 break free 44 clear

15 come true 45 be over

16 confident 46 be worthy of

17 hopeful 47 respect

18 female 48 sophomore

19 merchant 49 freshman

20 dynasty 50 explanation

21 earn 51 completely

22 follow 52 method

23 challenge 53 concept

24 spirit 54 why not 동사 ~?

25 era

26 restriction

27 overcome

28 destiny

29 all by oneself

30 fortune

영어1 천재 (이재영)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ustrate 31 be worthy of

2 bobsledder 32 willingly

3 athlete 33 respect

4 concept 34 destiny

5 be over 35 why not 동사 ~?

6 goal 36 character

7 sophomore 37 dynasty

8 dream 38 challenge

9 study 39 spirit

10 influence 40 support

11 freshman 41 lesson

12 motivate 42 merchant

13 completely 43 all by oneself

14 announcer 44 female

15 fascinate 45 laugh at

16 unfortunate 46 role model

17 earn 47 stick to

18 hopeful 48 colleague

19 fortune 49 overcome

20 explanation 50 break free

21 clear 51 method

22 era 52 follow

23 seem 53 obstacle

24 touch 54 author

25 restriction

26 starving

27 positive

28 complain

29 come true

30 confident

영어1 천재 (이재영)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좌절시키다 31 ~할 만하다

2 봅슬레이 선수 32 기꺼이

3 선수 33 존경

4 개념 34 운명

5 끝나다 35 ~하는 게 어때?

6 목표 36
1. 성격 2. 특징 3. 글자 4.

등장인물

7 2학년 37 왕조

8
1. (자면서) 꿈을 꾸다 2.

(바라는 일을) 꿈꾸다
38 도전하다

9 연구 39 정신

10 영향을 주다 40 지지

11 신입생 41 1. 수업 2. 과 3. 교훈

12 동기를 부여하다 42 상인

13 완전히 43 혼자서

14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44 여성의

15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45 비웃다

16 불행한 46 역할 모델

17 벌다 47 ~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18 희망에 찬 48 동료

19 1. 운 2. 재산, 부 49 극복하다

20 설명 50 (~에서) 도망치다, 떠나다

21 분명한 51 방법

22 시대 52 따르다

23 ~처럼 보이다 53 장애물

24 감동시키다 54 1. 작가 2. 입안자

25 제한, 규제

26 굶주리는

27 긍정적인

28 불평하다

29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30 1. 자신 있는 2. 확신하는

영어1 천재 (이재영)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ustrate 31 be worthy of

2 bobsledder 32 willingly

3 athlete 33 respect

4 concept 34 destiny

5 be over 35 why not 동사 ~?

6 목표 36
1. 성격 2. 특징 3. 글자 4.

등장인물

7 2학년 37 왕조

8
1. (자면서) 꿈을 꾸다 2.

(바라는 일을) 꿈꾸다
38 도전하다

9 연구 39 정신

10 영향을 주다 40 지지

11 freshman 41 lesson

12 motivate 42 merchant

13 completely 43 all by oneself

14 announcer 44 female

15 fascinate 45 laugh at

16 불행한 46 역할 모델

17 벌다 47 ~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18 희망에 찬 48 동료

19 1. 운 2. 재산, 부 49 극복하다

20 설명 50 (~에서) 도망치다, 떠나다

21 clear 51 method

22 era 52 follow

23 seem 53 obstacle

24 touch 54 author

25 restriction

26 굶주리는

27 긍정적인

28 불평하다

29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30 1. 자신 있는 2. 확신하는

영어1 천재 (이재영)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ustrate 좌절시키다 31 be worthy of ~할 만하다

2 bobsledder 봅슬레이 선수 32 willingly 기꺼이

3 athlete 선수 33 respect 존경

4 concept 개념 34 destiny 운명

5 be over 끝나다 35 why not 동사 ~? ~하는 게 어때?

6 goal 목표 36 character
1. 성격 2. 특징 3. 글자 4.

등장인물

7 sophomore 2학년 37 dynasty 왕조

8 dream
1. (자면서) 꿈을 꾸다 2.

(바라는 일을) 꿈꾸다
38 challenge 도전하다

9 study 연구 39 spirit 정신

10 influence 영향을 주다 40 support 지지

11 freshman 신입생 41 lesson 1. 수업 2. 과 3. 교훈

12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42 merchant 상인

13 completely 완전히 43 all by oneself 혼자서

14 announcer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44 female 여성의

15 fascinate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45 laugh at 비웃다

16 unfortunate 불행한 46 role model 역할 모델

17 earn 벌다 47 stick to ~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18 hopeful 희망에 찬 48 colleague 동료

19 fortune 1. 운 2. 재산, 부 49 overcome 극복하다

20 explanation 설명 50 break free (~에서) 도망치다, 떠나다

21 clear 분명한 51 method 방법

22 era 시대 52 follow 따르다

23 seem ~처럼 보이다 53 obstacle 장애물

24 touch 감동시키다 54 author 1. 작가 2. 입안자

25 restriction 제한, 규제

26 starving 굶주리는

27 positive 긍정적인

28 complain 불평하다

29 come true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30 confident 1. 자신 있는 2. 확신하는

영어1 천재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