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Lesson 2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ckingbird 흉내지빠귀, 앵무새 31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2 heroine 여자 주인공 32 translate 번역하다

3 be told 듣다 33 million 백만의

4 shoot 쏘다 34 southern 남쪽의

5 tin can (주석으로 된) 깡통 35 face(동사) 직면하다

6 bluejay (물고기) 큰어치 36 severe 심각한

7 sin (종교적인) 죄 37 discrimination 차별

8 puzzled 어리둥절한 38 things 상황, 모든 것들

9 neighbor 이웃 39
generation and

generation
자손 대대로

10 sing one's heart out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다 40 lawyer 변호사

11 that is why 그래서 41 fascinated 매력을 느낀

12 innocent 순수한, 순진한 42 haunted house 흉가, 귀신의 집

13 harmless 무해한 43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14 author 저자 44 stab (칼 등으로) 찌르다

15 unfair 불공평한 45 actually 사실

16 society 사회 46 witness 목격하다

17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7 adult 어른, 성인

18 remain ~한 상태로 남다 48 curious 호기심있는

19 just(형용사) 공정한 49 share 공유하다

20 such 그러한 50 get + O + to V 목적어가 ~하게 하다

21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51 act out (연기하듯) 실연해 보이다

22 own(형용사) 자신의 52 point of view 관점

23 African-American 흑인 53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4 treat 다루다 54 playful 장난스런

25 cruelly 잔인하게, 잔혹하게 55 affection 애정

26 criticism 비난, 비판 56 fix 고치다

27 against ~에 대항하여 57 pants 바지

28 racism 인종 차별(주의) 58 blanket 담요

29 express 표현하다 59 on fire 불타고 있는

3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0 meanwhile 한편, 그동안에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efend 변호하다 91 investigation 조사

62 accuse 고발하다 92 arm-in-arm 팔짱을 끼고

63 effort 노력 93 disappear 사라지다

64 defense 변호 94 regret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65 bully 괴롭히다 95 in return 보답으로

66 trial 재판 96 porch 현관

67 provide 제공하다 97 perspective 관점

68 evidence 증거 98 stand in one's shoes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

69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various 다양한

70 jury 배심원단 100 sympathy 공감, 동정

71 guilty 유죄의

7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73 escape 탈출하다

74 prison 감옥

75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76 injustice 부당함

7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78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79 insult 모욕하다

80 revenge 복수

81 threaten 위협하다

82 break into ~로 침입하다

83 judge(명사) 판사

84 rescue 구조하다

85 realize 깨닫다

86 wounded 상처입은

87 sheriff 보안관, 경찰

88 charge(동사) 고소하다, 기소하다

89 murder 살인

90 further 추가적인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ckingbird 31 around the world

2 heroine 32 translate

3 be told 33 million

4 shoot 34 southern

5 tin can 35 face(동사)

6 bluejay 36 severe

7 sin 37 discrimination

8 puzzled 38 things

9 neighbor 39
generation and

generation

10 sing one's heart out 40 lawyer

11 that is why 41 fascinated

12 innocent 42 haunted house

13 harmless 43 be known as

14 author 44 stab

15 unfair 45 actually

16 society 46 witness

17 prevent O from Ving 47 adult

18 remain 48 curious

19 just(형용사) 49 share

20 such 50 get + O + to V

21 based on 51 act out

22 own(형용사) 52 point of view

23 African-American 53 despite

24 treat 54 playful

25 cruelly 55 affection

26 criticism 56 fix

27 against 57 pants

28 racism 58 blanket

29 express 59 on fire

30 not only A but also B 60 meanwhile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efend 91 investigation

62 accuse 92 arm-in-arm

63 effort 93 disappear

64 defense 94 regret

65 bully 95 in return

66 trial 96 porch

67 provide 97 perspective

68 evidence 98 stand in one's shoes

69 nevertheless 99 various

70 jury 100 sympathy

71 guilty

72 try to V

73 escape

74 prison

75 care about

76 injustice

77 happen

78 convict

79 insult

80 revenge

81 threaten

82 break into

83 judge(명사)

84 rescue

85 realize

86 wounded

87 sheriff

88 charge(동사)

89 murder

90 further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ret 31
generation and
generation

2 provide 32 various

3 express 33 treat

4 effort 34 against

5 sympathy 35 guilty

6 face(동사) 36 curious

7 blanket 37 on fire

8 harmless 38 that is why

9 disappear 39 remain

10 own(형용사) 40 fascinated

11 affection 41 not only A but also B

12 further 42 prison

13 lawyer 43 sheriff

14 discrimination 44 share

15 puzzled 45 wounded

16 stab 46 unfair

17 criticism 47 cruelly

18 playful 48 break into

19 just(형용사) 49 racism

20 things 50 witness

21 point of view 51 care about

22 sing one's heart out 52 jury

23 happen 53 investigation

24 insult 54 try to V

25 prevent O from Ving 55 porch

26 sin 56 based on

27 bluejay 57 despite

28 nevertheless 58 innocent

29 million 59 evidence

30 tin can 60 translate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31 자손 대대로

2 제공하다 32 다양한

3 표현하다 33 다루다

4 노력 34 ~에 대항하여

5 공감, 동정 35 유죄의

6 직면하다 36 호기심있는

7 담요 37 불타고 있는

8 무해한 38 그래서

9 사라지다 39 ~한 상태로 남다

10 자신의 40 매력을 느낀

11 애정 41 A뿐만 아니라 B도

12 추가적인 42 감옥

13 변호사 43 보안관, 경찰

14 차별 44 공유하다

15 어리둥절한 45 상처입은

16 (칼 등으로) 찌르다 46 불공평한

17 비난, 비판 47 잔인하게, 잔혹하게

18 장난스런 48 ~로 침입하다

19 공정한 49 인종 차별(주의)

20 상황, 모든 것들 50 목격하다

21 관점 51 ~에 대해 신경쓰다

22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다 52 배심원단

23 일어나다, 발생하다 53 조사

24 모욕하다 54 ~하려고 노력하다

25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55 현관

26 (종교적인) 죄 56 ~에 기초를 두고

27 (물고기) 큰어치 57 ~에도 불구하고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순수한, 순진한

29 백만의 59 증거

30 (주석으로 된) 깡통 60 번역하다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ret 31
generation and
generation

2 provide 32 various

3 express 33 treat

4 effort 34 against

5 sympathy 35 guilty

6 직면하다 36 호기심있는

7 담요 37 불타고 있는

8 무해한 38 그래서

9 사라지다 39 ~한 상태로 남다

10 자신의 40 매력을 느낀

11 affection 41 not only A but also B

12 further 42 prison

13 lawyer 43 sheriff

14 discrimination 44 share

15 puzzled 45 wounded

16 (칼 등으로) 찌르다 46 불공평한

17 비난, 비판 47 잔인하게, 잔혹하게

18 장난스런 48 ~로 침입하다

19 공정한 49 인종 차별(주의)

20 상황, 모든 것들 50 목격하다

21 point of view 51 care about

22 sing one's heart out 52 jury

23 happen 53 investigation

24 insult 54 try to V

25 prevent O from Ving 55 porch

26 (종교적인) 죄 56 ~에 기초를 두고

27 (물고기) 큰어치 57 ~에도 불구하고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순수한, 순진한

29 백만의 59 증거

30 (주석으로 된) 깡통 60 번역하다

YBM(한상호) 영어



Special Lesson 2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ret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31
generation and
generation

자손 대대로

2 provide 제공하다 32 various 다양한

3 express 표현하다 33 treat 다루다

4 effort 노력 34 against ~에 대항하여

5 sympathy 공감, 동정 35 guilty 유죄의

6 face(동사) 직면하다 36 curious 호기심있는

7 blanket 담요 37 on fire 불타고 있는

8 harmless 무해한 38 that is why 그래서

9 disappear 사라지다 39 remain ~한 상태로 남다

10 own(형용사) 자신의 40 fascinated 매력을 느낀

11 affection 애정 41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2 further 추가적인 42 prison 감옥

13 lawyer 변호사 43 sheriff 보안관, 경찰

14 discrimination 차별 44 share 공유하다

15 puzzled 어리둥절한 45 wounded 상처입은

16 stab (칼 등으로) 찌르다 46 unfair 불공평한

17 criticism 비난, 비판 47 cruelly 잔인하게, 잔혹하게

18 playful 장난스런 48 break into ~로 침입하다

19 just(형용사) 공정한 49 racism 인종 차별(주의)

20 things 상황, 모든 것들 50 witness 목격하다

21 point of view 관점 51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22 sing one's heart out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다 52 jury 배심원단

23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53 investigation 조사

24 insult 모욕하다 54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5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55 porch 현관

26 sin (종교적인) 죄 56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27 bluejay (물고기) 큰어치 57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8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innocent 순수한, 순진한

29 million 백만의 59 evidence 증거

30 tin can (주석으로 된) 깡통 60 translate 번역하다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