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rried 걱정하는 31 famous 유명한

2 afraid 두려워하는 32 deliver
1. 강연하다 2. 배달하다 3.

산출하다 4. 출산하다 5. 구

3 class 반, 학급 33 following 다음의

4 tip 조언 34 speech 연설

5 balance 균형 35 graduation 졸업

6 personal 개인적인 36 ceremony 의식, 식

7 class 수업 37 honored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하

여

8 leave 남기다, 떠나다 38 congratulation 축하

9 burn out 소진되다 39 graduating class 졸업반

10 limit 제한하다 40 follow 따르다

11 experience 경험 41 come true 실현되다

12 sports day 운동회 42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넌센스

13 field trip 현장 학습 43 successful 성공적인

14 are scheduled 예정되다, 계획되다 44 hard work 힘든 일, 노고

15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 45 happen 일어나다

16 essay contest 백일장 46 create 만들다

17 invite 초대하다 47 lesson 교훈

18 join 가입하다 48 doer 행위자

19 be good at ~ ing ~를 잘하다 49 dreamer 몽상가

20 beginner 초보자 50 exactly 정확히

21 bring 가져오다 51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22 sign up for ~에 신청하다, 가입하다 52 truly 진짜로

23 volunteer work 자원봉사일 53 matter n. 문제, 물질 v. 중요하다

24 elderly 나이가 든 54 move forward 전진하다

25 advisor 자문위원, 고문 55 seize 붙잡다

26 advertise 광고하다 56 stay ~ 인 채로 있다

27 draw 그리다 57 perfect 완벽한

28 cartoon 만화 58 job 직업, 직무

29 magic trick 마술 묘기 59 boring 지루한

30 take photographs 사진을 찍다 60 real 사실의, 현실의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ravel 여행하다 91 honest 정직한

62 leave 떠나다, 남기다 92 succeed 성공하다

63 right now 바로 지금 93 fail 실패하다

64 write 쓰다 94 area 분야

65 magical 마법의, 마술의 95 holiday 휴가

66 opportunity 기회 96 finish 끝내다

67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97 script 원고

68 act 행동하다, 연기하다 98 inevitably 틀림없이, 불가피하게

69 miserable 비참한 99 achieve 성취하다

70 treat 대우하다 100 perfectly 완벽하게

71 equally 동등하게 101 liar 거짓말쟁이

72 regardless of ~ ~에 관계없이 102 scare 겁주다, 무섭게 하다

73 gender 성별 103 look ~처럼 보이다

74 race 인종 104 come true 실현되다

75 harm 해치다, 상하게 하다 105 sometimes 때때로

76 education 교육 106 hard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77 slavery n. 노예제도, 노예상태 107 wake up 일어나다

78 starve to death 굶어죽다 108 be amaze at ~에 놀라다

79 countless 수많은 109 achieve 성취하다

80 imagine 상상하다 110 find 발견하다

81 crime 죄 111 give a speech 연설하다

82 violence 폭력

83 everyday 일상의

84 remember 기억하다

85 gift 선물

86 whole 전체의

87 so far 지금까지

88 pay for ~
~의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89 accept 받아들이다

90 entirely 완전히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rried 31 famous

2 afraid 32 deliver

3 class 33 following

4 tip 34 speech

5 balance 35 graduation

6 personal 36 ceremony

7 class 37 honored

8 leave 38 congratulation

9 burn out 39 graduating class

10 limit 40 follow

11 experience 41 come true

12 sports day 42 nonsense

13 field trip 43 successful

14 are scheduled 44 hard work

15 school festival 45 happen

16 essay contest 46 create

17 invite 47 lesson

18 join 48 doer

19 be good at ~ ing 49 dreamer

20 beginner 50 exactly

21 bring 51 have no idea

22 sign up for 52 truly

23 volunteer work 53 matter

24 elderly 54 move forward

25 advisor 55 seize

26 advertise 56 stay

27 draw 57 perfect

28 cartoon 58 job

29 magic trick 59 boring

30 take photographs 60 real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ravel 91 honest

62 leave 92 succeed

63 right now 93 fail

64 write 94 area

65 magical 95 holiday

66 opportunity 96 finish

67 self-centered 97 script

68 act 98 inevitably

69 miserable 99 achieve

70 treat 100 perfectly

71 equally 101 liar

72 regardless of ~ 102 scare

73 gender 103 look

74 race 104 come true

75 harm 105 sometimes

76 education 106 hard

77 slavery 107 wake up

78 starve to death 108 be amaze at

79 countless 109 achieve

80 imagine 110 find

81 crime 111 give a speech

82 violence

83 everyday

84 remember

85 gift

86 whole

87 so far

88 pay for ~

89 accept

90 entirely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ass 31 miserable

2 field trip 32 act

3 come true 33 race

4 bring 34 opportunity

5 perfectly 35 honest

6 so far 36 essay contest

7 follow 37 achieve

8 script 38 crime

9 finish 39 exactly

10 experience 40 cartoon

11 travel 41 advertise

12 honored 42 holiday

13 advisor 43 nonsense

14 hard 44 leave

15 stay 45 magic trick

16 pay for ~ 46 congratulation

17 speech 47 entirely

18 leave 48 elderly

19 scare 49 wake up

20 graduation 50 move forward

21 have no idea 51 find

22 school festival 52 write

23 imagine 53 take photographs

24 education 54 afraid

25 balance 55 seize

26 self-centered 56 sports day

27 successful 57 whole

28 everyday 58 countless

29 graduating class 59 beginner

30 remember 60 invite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반, 학급 31 비참한

2 현장 학습 32 행동하다, 연기하다

3 실현되다 33 인종

4 가져오다 34 기회

5 완벽하게 35 정직한

6 지금까지 36 백일장

7 따르다 37 성취하다

8 원고 38 죄

9 끝내다 39 정확히

10 경험 40 만화

11 여행하다 41 광고하다

12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하

여
42 휴가

13 자문위원, 고문 43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넌센스

14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44 남기다, 떠나다

15 ~ 인 채로 있다 45 마술 묘기

16
~의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46 축하

17 연설 47 완전히

18 떠나다, 남기다 48 나이가 든

19 겁주다, 무섭게 하다 49 일어나다

20 졸업 50 전진하다

21 전혀 모르다 51 발견하다

22 학교 축제 52 쓰다

23 상상하다 53 사진을 찍다

24 교육 54 두려워하는

25 균형 55 붙잡다

26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56 운동회

27 성공적인 57 전체의

28 일상의 58 수많은

29 졸업반 59 초보자

30 기억하다 60 초대하다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ass 31 miserable

2 field trip 32 act

3 come true 33 race

4 bring 34 opportunity

5 perfectly 35 honest

6 지금까지 36 백일장

7 따르다 37 성취하다

8 원고 38 죄

9 끝내다 39 정확히

10 경험 40 만화

11 travel 41 advertise

12 honored 42 holiday

13 advisor 43 nonsense

14 hard 44 leave

15 stay 45 magic trick

16
~의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46 축하

17 연설 47 완전히

18 떠나다, 남기다 48 나이가 든

19 겁주다, 무섭게 하다 49 일어나다

20 졸업 50 전진하다

21 have no idea 51 find

22 school festival 52 write

23 imagine 53 take photographs

24 education 54 afraid

25 balance 55 seize

26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56 운동회

27 성공적인 57 전체의

28 일상의 58 수많은

29 졸업반 59 초보자

30 기억하다 60 초대하다

YBM(한상호) 영어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ass 반, 학급 31 miserable 비참한

2 field trip 현장 학습 32 act 행동하다, 연기하다

3 come true 실현되다 33 race 인종

4 bring 가져오다 34 opportunity 기회

5 perfectly 완벽하게 35 honest 정직한

6 so far 지금까지 36 essay contest 백일장

7 follow 따르다 37 achieve 성취하다

8 script 원고 38 crime 죄

9 finish 끝내다 39 exactly 정확히

10 experience 경험 40 cartoon 만화

11 travel 여행하다 41 advertise 광고하다

12 honored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하

여
42 holiday 휴가

13 advisor 자문위원, 고문 43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넌센스

14 hard
a. 힘든, 딱딱한, 엄격한 ad.

열심히, 세게
44 leave 남기다, 떠나다

15 stay ~ 인 채로 있다 45 magic trick 마술 묘기

16 pay for ~
~의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46 congratulation 축하

17 speech 연설 47 entirely 완전히

18 leave 떠나다, 남기다 48 elderly 나이가 든

19 scare 겁주다, 무섭게 하다 49 wake up 일어나다

20 graduation 졸업 50 move forward 전진하다

21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51 find 발견하다

22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 52 write 쓰다

23 imagine 상상하다 53 take photographs 사진을 찍다

24 education 교육 54 afraid 두려워하는

25 balance 균형 55 seize 붙잡다

26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56 sports day 운동회

27 successful 성공적인 57 whole 전체의

28 everyday 일상의 58 countless 수많은

29 graduating class 졸업반 59 beginner 초보자

30 remember 기억하다 60 invite 초대하다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