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ail Lesson 1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olunteering 자원 봉사 31 share 공유하다

2 abroad 해외 32 meal 식사

3 be about to V 막 ~하려 하다 33 eye-opening 놀라운, 눈이 휘둥그레지는

4 board(동사) 탑승하다, 타다 34 educational 교육적인

5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35 inspiring 고무적인, 영감을 주는

6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36 possession 소유물

7 await 기다리다 37 yet 그러나

8 destination 목적지 38 strength 힘, 강인함

9 turn around 돌리다 39 witness 보다, 목격하다

10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40 tie(명사) 유대(감)

11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41 positivity 긍정성

12 expect 기대하다 42 entire 전체의

13 turn away 외면하다, 거절하다 43 gratitude 감사

14 adventure 모험 44 literally 글자그대로

15 the rest 나머지 45 hug 껴안다

16 forever 영원히 46 to this day 오늘날까지

17 what ~ like (=how) 어떤지, 어떠니 47 silent 조용한

18 freshman 신입생, 1학년 48 turn on 켜다

19 several 몇몇의 49 tap(명사) 수도꼭지

20 community center 주민 센터, 지역 회관 50 comfort 편안함

21 orphanage 고아원 51 opportunity 기회

22 though 비록 ~일지라도 52 used to V ~하곤 했다

23 safari 사파리 53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24 stick with 붙어있다 54 appreciation 이해

25 allow 허락하다 55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대단히

26 connect 연결하다 56 positive 긍정적인

27 inside look 내면, 안쪽 모습 57 rural 시골의

28 way of life 생활 방식 58 appreciate 이해하다

29 by Ving ~함으로써 59 diversity 다양성

30 local 지역의 60 hunger 갈망, 굶주림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loration 탐험, 탐사 91 convincing 설득력 있는

62 confident 자신감 있는 92 evidence 증거

63 explore 탐험하다 93 path 길

64 discover 발견하다 94 last(동사) 지속되다

65 unique 독특한 95 pleasure 즐거움

66 landscape 배경, 풍경 96 activate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67 addict(명사) 중독자 97 besides(전치사) ~외에도

68 commitment 약속 98 donate 기부하다

69 honest 정직한 99 actually 사실

70 give back 되돌려 주다 100 similar 비슷한

71 unmatched
비교될 수 없는, 견줄 수 없

는
101 term 용어

72 principle 원리, 원칙 102 sensation 느낌

73 ever since 그 후 내내 103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74 practice(동사) 실천하다, 실행하다 104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75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05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6 wonder 궁금해하다 106 wealthy 부유한

77 get on (탈 것등에) 타다 107 productive 생산적인

78 bathe 목욕시키다 108 meaningful 의미있는

79 grateful 감사해하는 109 non-profit 비영리

80 saying 격언 110 organization 기관, 조직

81 take a nap 낮잠을 자다 111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82 go Ving ~하러 가다 112 place(동사) ~를 놓다

83 inherit 물려받다 113 next to ~옆에

84 fortune (큰) 재산 114 customer 고객

85 the rest 나머지 115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86 suggest 제안하다 116 in need 어려움에 빠져 있는

87 truth 진실, 사실 117 serve(동사) 제공하다

88 statement 진술, 말 118 jeans 청바지

89 research 연구, 조사 119 campaign 캠페인

90 provide 제공하다 120 local 지역의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youth 젊은이

122 million 백만의

123 organize 조직하다

124 gather 모이다, 모으다

125 such as ~와 같은

126 plastic gloves 비닐장갑

127 plastic bag 비닐봉지

128 record(동사) 기록하다

129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130 source 원천

131 reduce 줄이다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olunteering 31 share

2 abroad 32 meal

3 be about to V 33 eye-opening

4 board(동사) 34 educational

5 not A but B 35 inspiring

6 be afraid of 36 possession

7 await 37 yet

8 destination 38 strength

9 turn around 39 witness

10 part-time job 40 tie(명사)

11 have no idea 41 positivity

12 expect 42 entire

13 turn away 43 gratitude

14 adventure 44 literally

15 the rest 45 hug

16 forever 46 to this day

17 what ~ like 47 silent

18 freshman 48 turn on

19 several 49 tap(명사)

20 community center 50 comfort

21 orphanage 51 opportunity

22 though 52 used to V

23 safari 53 take for granted

24 stick with 54 appreciation

25 allow 55 overwhelmingly

26 connect 56 positive

27 inside look 57 rural

28 way of life 58 appreciate

29 by Ving 59 diversity

30 local 60 hunger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loration 91 convincing

62 confident 92 evidence

63 explore 93 path

64 discover 94 last(동사)

65 unique 95 pleasure

66 landscape 96 activate

67 addict(명사) 97 besides(전치사)

68 commitment 98 donate

69 honest 99 actually

70 give back 100 similar

71 unmatched 101 term

72 principle 102 sensation

73 ever since 103 describe

74 practice(동사) 104 happen

75 try to V 105 not only A but also B

76 wonder 106 wealthy

77 get on 107 productive

78 bathe 108 meaningful

79 grateful 109 non-profit

80 saying 110 organization

81 take a nap 111 found

82 go Ving 112 place(동사)

83 inherit 113 next to

84 fortune 114 customer

85 the rest 115 collect

86 suggest 116 in need

87 truth 117 serve(동사)

88 statement 118 jeans

89 research 119 campaign

90 provide 120 local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English Korean English

121 youth

122 million

123 organize

124 gather

125 such as

126 plastic gloves

127 plastic bag

128 record(동사)

129 be used to V

130 source

131 reduce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rength 31 the rest

2 opportunity 32 to this day

3 discover 33 possession

4 collect 34 community center

5 practice(동사) 35 activate

6 appreciate 36 place(동사)

7 youth 37 term

8 comfort 38 plastic bag

9 take a nap 39 silent

10 in need 40 turn on

11 wonder 41 commitment

12 tie(명사) 42 board(동사)

13 gather 43 by Ving

14 meaningful 44 landscape

15 path 45 positivity

16 besides(전치사) 46 go Ving

17 honest 47 take for granted

18 diversity 48 several

19 explore 49 describe

20 found 50 productive

21 safari 51 source

22 bathe 52 next to

23 eye-opening 53 campaign

24 be afraid of 54 not only A but also B

25 allow 55 await

26 overwhelmingly 56 sensation

27 pleasure 57 destination

28 unmatched 58 organization

29 million 59 organize

30 research 60 unique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힘, 강인함 31 나머지

2 기회 32 오늘날까지

3 발견하다 33 소유물

4 모으다, 수집하다 34 주민 센터, 지역 회관

5 실천하다, 실행하다 35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6 이해하다 36 ~를 놓다

7 젊은이 37 용어

8 편안함 38 비닐봉지

9 낮잠을 자다 39 조용한

10 어려움에 빠져 있는 40 켜다

11 궁금해하다 41 약속

12 유대(감) 42 탑승하다, 타다

13 모이다, 모으다 43 ~함으로써

14 의미있는 44 배경, 풍경

15 길 45 긍정성

16 ~외에도 46 ~하러 가다

17 정직한 47 당연하게 여기다

18 다양성 48 몇몇의

19 탐험하다 49 설명하다, 묘사하다

20 설립하다, 세우다 50 생산적인

21 사파리 51 원천

22 목욕시키다 52 ~옆에

23 놀라운, 눈이 휘둥그레지는 53 캠페인

24 ~를 두려워하다 54 A뿐만 아니라 B도

25 허락하다 55 기다리다

26 압도적으로, 대단히 56 느낌

27 즐거움 57 목적지

28
비교될 수 없는, 견줄 수 없

는
58 기관, 조직

29 백만의 59 조직하다

30 연구, 조사 60 독특한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rength 31 the rest

2 opportunity 32 to this day

3 discover 33 possession

4 collect 34 community center

5 practice(동사) 35 activate

6 이해하다 36 ~를 놓다

7 젊은이 37 용어

8 편안함 38 비닐봉지

9 낮잠을 자다 39 조용한

10 어려움에 빠져 있는 40 켜다

11 wonder 41 commitment

12 tie(명사) 42 board(동사)

13 gather 43 by Ving

14 meaningful 44 landscape

15 path 45 positivity

16 ~외에도 46 ~하러 가다

17 정직한 47 당연하게 여기다

18 다양성 48 몇몇의

19 탐험하다 49 설명하다, 묘사하다

20 설립하다, 세우다 50 생산적인

21 safari 51 source

22 bathe 52 next to

23 eye-opening 53 campaign

24 be afraid of 54 not only A but also B

25 allow 55 await

26 압도적으로, 대단히 56 느낌

27 즐거움 57 목적지

28
비교될 수 없는, 견줄 수 없

는
58 기관, 조직

29 백만의 59 조직하다

30 연구, 조사 60 독특한

YBM(한상호) 영어



Specail Lesson 1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rength 힘, 강인함 31 the rest 나머지

2 opportunity 기회 32 to this day 오늘날까지

3 discover 발견하다 33 possession 소유물

4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34 community center 주민 센터, 지역 회관

5 practice(동사) 실천하다, 실행하다 35 activate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6 appreciate 이해하다 36 place(동사) ~를 놓다

7 youth 젊은이 37 term 용어

8 comfort 편안함 38 plastic bag 비닐봉지

9 take a nap 낮잠을 자다 39 silent 조용한

10 in need 어려움에 빠져 있는 40 turn on 켜다

11 wonder 궁금해하다 41 commitment 약속

12 tie(명사) 유대(감) 42 board(동사) 탑승하다, 타다

13 gather 모이다, 모으다 43 by Ving ~함으로써

14 meaningful 의미있는 44 landscape 배경, 풍경

15 path 길 45 positivity 긍정성

16 besides(전치사) ~외에도 46 go Ving ~하러 가다

17 honest 정직한 47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18 diversity 다양성 48 several 몇몇의

19 explore 탐험하다 49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20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50 productive 생산적인

21 safari 사파리 51 source 원천

22 bathe 목욕시키다 52 next to ~옆에

23 eye-opening 놀라운, 눈이 휘둥그레지는 53 campaign 캠페인

24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5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5 allow 허락하다 55 await 기다리다

26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대단히 56 sensation 느낌

27 pleasure 즐거움 57 destination 목적지

28 unmatched
비교될 수 없는, 견줄 수 없

는
58 organization 기관, 조직

29 million 백만의 59 organize 조직하다

30 research 연구, 조사 60 unique 독특한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