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위
VOCA
3.0

평가원 빈출 VOCA 30일 마스터



시간단축 개념 개념완성 파이널

영어 1회독 이상 영어 노베이스 개념 유형별 접근법 압축개념 실전모의고사

문법

NEW

3일 지옥행군으로 
수능 전 범위
구조 깨기

[8시간 완성, 2018]

NEW

20일 힐링캠프로
수능 전 범위
구조 깨기

[20시간 완성, 

2019]

BEST

한수위 어법 3.0 
[바로 해석되는 

14가지 Essential 
Logic]

14년 연속 마감

3일 지옥행군으로
1년치 수능 영어
몰아치기

[2019 평가원 

신경향 반영]

영어 파이널 1위

Conclave finis
모의고사

구문

BEST

한수위 구문 2.0
[12가지 후치수식과 

동사 Essential 
Logic]

독해

BEST

한수위 전략  
독해 2.0

[14가지 유형별 

기출 지문 Reading 
Technic]

고난도

EBS

BEST

초고난도 50제 EBS 강훈련
영어 / 영어독해 / 수완

[11명의 전문 출제진 X 24회 검토]

고난도

기출
고득점 아킬레스 [빈칸/순서/위치/어법 기출 100제]

어휘
한수위 1등급 필수 VOCA 3.0
[평가원 빈출 VOCA 30일 마스터]

듣기
한수위 듣기 2.0
[400문장의 기적]

모의고사 이충권 월간 전투 모의고사

‘회독’

강훈련

매주 100단어 VOCA 트레이닝
VOCA 스파르타

2019학년도  

NEW 제우스 커리큘럼
C U R R I C U L U M



7일간 4회 1등급이 하는 완벽한 1회독
VOCA 편

복습법741
강의 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모두 소리 내어 읽어보아야 합니다. 예문도 반드시 한번 읽어

서 단어가 문장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STEP 1

즉시

당일 날 배웠던 단어를 30분동안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는 것

이 아닌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단어에 대한 숙달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STEP 2

6시간 이내

제공되는 Work Book으로 백지 복습을 해야 합니다. 단어를 떠올려보고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은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STEP 3

12시간 이내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분량을 모두 복습합니다. Work Book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은 

단어들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도 추가로 체크리스트에 적도록 합니

다. 주말에는 30분간 최소 2회 전체 복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STEP 4
일주일 이내

Z E U S
한 수 위  V O C A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AY 1

한수위 Voca  
1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

아침■
점심■
저녁■

DAY 3

한수위 Voca 
2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4

아침■
점심■
저녁■

DAY 5

한수위 Voca 
3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6

아침■
점심■
저녁■

DAY 7

전체복습 

1~3강
1회■
2회■

DAY 8

한수위 Voca 
4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9

아침■
점심■
저녁■

DAY 10

한수위 Voca 
5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1

아침■
점심■
저녁■

DAY 12

한수위 Voca 
6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3

아침■
점심■
저녁■

DAY 14

전체복습 

4~6강
1회■
2회■

DAY 15

한수위 Voca 
7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6

아침■
점심■
저녁■

DAY 17

한수위 Voca 
8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8

아침■
점심■
저녁■

DAY 19

한수위 Voca 
9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0

아침■
점심■
저녁■

DAY 21

전체복습 

7~9강
1회■
2회■

DAY 22

한수위 Voca 
10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3

아침■
점심■
저녁■

DAY 24

한수위 Voca 
11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5

아침■
점심■
저녁■

DAY 26

한수위 Voca 
12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7

아침■
점심■
저녁■

DAY 28

전체복습 

10~12강
1회■
2회■

DAY 29

한수위 Voca 
13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0

아침■
점심■
저녁■

DAY 31

한수위 Voca 
14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2

아침■
점심■
저녁■

DAY 33

한수위 Voca 
15강

직후■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4

아침■
점심■
저녁■

DAY 35

전체복습 

1~3강/13~15강
1회■
2회■

STUDY PLAN
60+5일

네모칸에 체크하면서 복습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AY 36
한수위 Voca 
16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7
아침 ■
점심 ■
저녁 ■

DAY 38
한수위 Voca 
17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39
아침 ■
점심 ■
저녁 ■

DAY 40
한수위 Voca 
18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41
아침 ■
점심 ■
저녁 ■

DAY 42
전체복습 

4~6강/ 
16~18강

1회 ■
2회 ■

DAY 43
한수위 Voca 
19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44
아침 ■
점심 ■
저녁 ■

DAY 45
한수위 Voca 
20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46
아침 ■
점심 ■
저녁 ■

DAY 47
한수위 Voca 
21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48
아침 ■
점심 ■
저녁 ■

DAY 49
전체복습 

7~9강/ 
19~21강

1회 ■
2회 ■

DAY 50
한수위 Voca 
22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51
아침 ■
점심 ■
저녁 ■

DAY 52
한수위 Voca 
23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53
아침 ■
점심 ■
저녁 ■

DAY 54
한수위 Voca 
24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55
아침 ■
점심 ■
저녁 ■

DAY 56
전체복습 

10~12강/ 
22~24강

1회 ■
2회 ■

DAY 57
한수위 Voca 
25~26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58
한수위 Voca 
27~28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59
한수위 Voca 
29~30강

직후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DAY 60
전체복습 

25~30강
1회 ■
2회 ■

FINAL D1
한수위 Voca
전체복습 

1~6강
1회 ■
2회 ■

FINAL D2
한수위 Voca
전체복습 

7~12강
1회 ■
2회 ■

FINAL D3
한수위 Voca
전체복습 

13~18강
1회 ■
2회 ■

FINAL D4
한수위 Voca
전체복습 

19~24강
1회 ■
2회 ■

FINAL D5
한수위 Voca
전체복습 
25~30강

1회 ■
2회 ■

# 강의 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주차별로 유동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 741복습법대로 하루에 최소 4번 시간을 정해서 단어를 복습해야 합니다

Z E U S
한 수 위  V O C A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AY 1
한수위 Voca 
1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
한수위 Voca 
2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
한수위 Voca 
3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4
한수위 Voca 
4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5
한수위 Voca 
5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6
한수위 Voca 
6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7
전체복습 

1~6강
1회 ■
2회 ■

DAY 8
한수위 Voca 
7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9
한수위 Voca 
8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0
한수위 Voca 
9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1
한수위 Voca 
10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2
한수위 Voca 
11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3
한수위 Voca 
12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4
전체복습 

7~12강
1회 ■
2회 ■

DAY 15
한수위 Voca 
13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6
한수위 Voca 
14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7
한수위 Voca 
15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8
한수위 Voca 
16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19
한수위 Voca 
17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0
한수위 Voca 
18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1
전체복습 

13~18강
1회 ■
2회 ■

DAY 22
한수위 Voca 
19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3
한수위 Voca 
20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4
한수위 Voca 
21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5
한수위 Voca 
22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6
한수위 Voca 
23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7
한수위 Voca 
24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28
전체복습 

19~24강
1회 ■
2회 ■

DAY 29
한수위 Voca 
25~26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0
한수위 Voca 
27~28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1
한수위 Voca 
29~30강

직후 ■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DAY 32
한수위 Voca
전체복습 

25~30강
1회 ■
2회 ■

FINAL D1
한수위 Voca
전체복습 

1~10강
1회 ■
2회 ■

FINAL D2
한수위 Voca
전체복습 

11~20강
1회 ■
2회 ■

FINAL D3
한수위 Voca
전체복습 

21~30강
1회 ■
2회 ■

# 한달안에 영어를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plan입니다.
#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741복습법 계획은 따라가주셔야 합니다.자신이 없다면 60일 플랜에 맞추어 가세요.

STUDY PLAN
일30+5

네모칸에 체크하면서 복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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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수능과 입시제도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B형, 물수능, 불수능, 절대평가까

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수험생들을 위해 <한수위보카>를 

전면 개정했다. 최근 3개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휘 난이도를 분석하여 반영했으며 시험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철저히 배제하였다. 오로지 수험생 단어 학습의 효율에 모든 것을 집중한 교재이다.

이것이 진짜 
수능 영어에 나오는 단어이다

⑴ 어원적 접근 l 접두사 접미사 어근

　   단음절이 아닌 영어 단어는 『접두사+어근』, 『어근+접미사』 혹은『접두사+어근+접미사』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러한 어근과 접사를이해하면 이전에 암기하지 않았던 단어라도 충분히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

접두사 + 어근

intro (안에, 내부에 / 접두사) + spect (보다 / 어근) = introspect 내부를 보다

 즉 자기반성하다 라는 뜻 완성

어근 + 접미사

port (운반하다, 나르다 / 어근) + able (~할 수 있는 / 접미사) = portable 운반할 수 있는

 즉 휴대용의 라는 뜻 완성

접두사 + 어근 + 접미사 

im (부정 / 접두사) + mort (죽음 / 어근) + al (~의 / 접미사) = immortal 죽지 않는 것의

 즉 불멸의 라는 뜻 완성

⑵ 의미적 접근 l 동의어 반의어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단어들을 한 번에 학습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함께 공부하면 각

각의 단어를 외우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으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⑶ 형태적 접근 l 혼동어휘

  형태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단어를 함께 공부해야 정확하고 빠른 해석이 가능하다.

영단어에 대한 3가지 접근법,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든다



기초 어휘 005

접두사 / 접미사 / 어근
단음절이 아닌 영어 단어는 『접두사+어근』, 『어근+접미사』 혹은 

『접두사+어근+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어근과 접사를 

이해함으로서 어휘력이 향상된다.

접두사 028

어근의 앞에 결합하며, 각각의 접두사가 지닌 뜻을 반영하는 새로운 단

어를 만들어낸다.

접미사 064

어근의 뒤에 결합하여 비슷한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를 파생시킨다.

어근 138

접두사·접미사와 결합하는 뿌리가 되는 단어이다. 어근이 지닌 뜻을 알

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의어 / 반의어 / 혼동어휘
같은 뜻을 가진 단어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 혼동되는 단어

는 서로 같이 묶어 학습하도록 한다.

동의어 202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단어들을 한 번에 학습하여 어휘력을 상승시킨다.

반의어 344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혼동어휘 356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단어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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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어를 

모았다. 이미 중학생 과정에서 모두 습득 되었어야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 들어가

기 앞서 반드시 모두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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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abandon [əbǽndən] v. 버리다[떠나다/유기하다]

0002  ability [əbíləti] n. 할 수 있음, 능력

0003  abroad [əbrɔ́ːd] a. 해외에(서), 해외로

0004  absence [ǽbsəns] n. 결석, 부재

0005  absurd [æbsə́ːrd] a.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는

0006  abuse [əbjúːz] n. 남용, 오용

0007  accept [æksépt] v. (기꺼이) 받아들이다

0008  access [ǽkses] n. (장소로의) 입장[접근]

0009  accident [ǽksidənt] n. (특히 자동차) 사고[재해], 우연

0010  achieve [əʧíːv] v. 성취하다, 달성하다

0011  acid [ǽsid] n. 산 / a. 신맛이 나는

0012  actually [ǽkʧuəli] ad. 실제로, 정말로

0013  admire [ædmáiər] v. 존경하다, 칭찬하다

0014  admit [ædmít] v. 인정[시인]하다

0015  adopt [ədάpt] v. 채택하다, 입양하다

0016  adult [ədΛlt] n. 어른, 성인

0017  advance [ædvǽns] n. 발전, 진보

0018  advertise [ǽdvərtàiz] v. 광고하다

0019  advice [ædváis] n. 조언, 충고

0020  affair [əfέər] n. 일, 사건, 행사

0021  affect [əfékt] v. 영향을 미치다

0022  afford [əfɔ́ːrd] v. 여유가 있다

0023  afterward [ǽftərwərd] ad. 후에, 나중에

0024  agony [ǽgəni] n.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0025  agree [əgríː] v. 동의하다

0026  agriculture [ǽgrəkΛlʧər] n. 농업, 농경, 농사

0027  ahead [əhéd] ad. 앞으로, 앞에

0028  aim [eim] n. 목표, 목적 / v. 겨누다

0029  alarm [əlάːrm] v. 놀라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 n. 불안, 공포

0030  alive [əláiv] a. 살아 있는

0031  already [ɔːlrédi] ad. 이미, 벌써

0032  alter [ɔ́ːltər] v. 변하다, 달라지다

0033  amaze [əméiz] v. 놀라게 하다



0034  ambitious [æmbíʃəs] a. 야심적인, 의욕적인

0035  amount [əmáunt] n. 양 / v. 양이 …에 달하다

0036  amuse [əmjúːz] v. 즐겁게[미소 짓게, 재미있게] 하다

0037  ancient [éinʃənt] a. 고대의, 옛날의

0038  anger [ǽŋgər] n. 분노, 화

0039  annoy [ənɔ́i] v.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0040  anxious [ǽŋkʃəs] a. 걱정[염려]하는, 근심하는

0041  apart [əpάːrt] ad. (거리·공간·시간상으로) 떨어져

0042  apology [əpάlədʒi] n. 사과, 변명

0043  appear [əpíər] v. …인 것 같다, 나타나다, 생기다, 도착하다, 변호하다

0044  apply [əplái] v. 신청하다, 지원하다

0045  appointment [əpɔ́intmənt] n. 약속

0046  appreciate [əpríːʃièit] v. 진가를 알아보다[인정하다]

0047  approach [əpróuʧ] v. 다가가다, 접근하다

0048  argue [άːrgjuː] v. 언쟁을 하다, 다투다

0049  arrange [əréindʒ] v. 배열하다, 정돈하다

0050  arrest [ərést] v. 체포하다, (시선, 관심을) 끌다

0051  arrow [ǽrou] n. 화살

0052  article [άːrtikl] n. (신문·잡지의) 글, 기사

0053  artificial [ὰːrtəfíʃəl] a. 인공[인조]의

0054  ascend [əsénd] v. 오르다, 올라가다

0055  ash [æʃ] n. 재, 먼지

0056  ashamed [əʃéimd] a. 부끄러운[창피한, 수치스러운]

0057  asset [ǽset] n. 자산, 재산

0058  astonish [əstάniʃ] v. 깜짝[크게] 놀라게 하다

0059  attach [ətǽʧ] v. 붙이다, 첨부하다

0060  attempt [ətémpt] n. 시도

0061  attend [əténd] v. 참석하다

0062  attitude [ǽtitjùːd] n. 태도[자세], 사고방식

0063  attract [ətrǽkt] v. 마음을 끌다

0064  attribute [ətríbjuːt] v. 결과로[덕분으로] 보다

0065  author [ɔ́ːθər] n. 작가, 저자

0066  available [əvéiləbl] a. 구할[이용할] 수 있는

0067  average [ǽvəridʒ] n. 평균(값) / a. 보통의

0068  avoid [əvɔ́id] v. (회)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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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069  award [əwɔ́ːrd] n. 상 / v. 수여하다

0070  awful [ɔ́ːfəl] a. 끔찍한, 지독한, 심한

0071  bamboo [bæmbúː] n. 대나무

0072  ban [bӕn] v. 금(지)하다

0073  bark [baːrk] v. 짖다

0074  barrier [bǽriər] n. 장벽, 장애물

0075  basis [béisis] n. 근거, 이유, 기준, 기초

0076  battle [bǽtl] v. 싸우다 / n. 전투

0077  bear [ber] v. 참다, 견디다 / n. 곰

0078  beast [biːst] n. 짐승

0079  behave [bihéiv] v. 처신[행동]하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0080  beyond [biάnd] pre. …저편에[너머], …할 수 없는

0081  birth [b3:rθ] n. 탄생, 출생; 출산

0082  blame [bleim] v. …을 탓하다, … 책임[때문]으로 보다

0083  blossom [blάsəm] n. 꽃

0084  blow [blou] v. (입으로) 불다

0085  bold [bould] a. 용감한, 대담한

0086  bomb [bam] n. 폭탄

0087  border [bɔ́ːrdər] n. 국경[경계] (지역)

0088  borrow [bάrou] v. 빌리다, 대여하다

0089  bother [bάðər] v.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0090  bravery [bréivəri] n. 용감, 용맹

0091  breath [breθ] n. (숨을 쉴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숨]

0092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0093  brief [bri:f] a. 짧은, 잠시 동안의

0094  bright [brait] a. 빛나는, 밝은

0095  brilliant [bríljənt] a. 훌륭한, 멋진

0096  burglar [bə́ːrglər] n. 도둑, 강도, 빈집털이범

0097  bush [buʃ] n. 관목, 덤불

0098  butcher [búʧər] n. 푸줏간[정육점]주인

0099  calm [kɑ:m] a. 침착한, 차분한 / v. 진정시키다 

0100  canal [kənǽl] n. 운하, 수로

0101  cancel [kǽnsəl] v. 취소하다

0102  candidate [kǽndidèit] n. (선거의) 입후보자[출마자], (일자리의) 후보자

0103  capital [kǽpətl] n. 수도, 자본(금)



0104  career [kəríər] n. 경력, 직업

0105  carry [kǽri] v. (이동 중에) 들고[데리고] 있다; 나르다

0106  carve [kaːrv] v. 새기다, 조각하다

0107  cause [kɔ:z] n. 원인 / v. 야기하다, 초래하다

0108  cease [siːs] v. 중단하다, 그만두다

0109  celebrate [séləbrèit] v. 기념하다, 축하하다

0110  cell [sel] n. 세포, 조직

0111  cemetery [sémətèri] n. 공동묘지

0112  ceremony [sérəmòuni] n. 의식, 식

0113  challenge [ʧǽlindʒ] n. 도전[시험대]

0114  chaos [kéias] n. 무질서, 혼란, 혼돈

0115  charge [ʧaːrdʒ] n. 요금

0116  chase [tʃeɪs] v. 뒤쫓다, 추적하다, 재촉하다

0117  cheat [tʃi:t] v. 속이다, 사기 치다

0118  cheek [ʧiːk] n. 뺨, 볼

0119  cheerful [ʧíərfəl] a. 발랄한, 쾌활한

0120  cherish [ʧériʃ] v. 소중히 하다, 마음에 품다

0121  chief [tʃiːf] a. 주요한, 주된

0122  choose [tʃu:z] v. 선택하다, 고르다

0123  claim [kleɪm] v. 주장하다

0124  client [kláiənt] n. 의뢰인, 고객

0125  climate [kláimit] n. 기후, 날씨

0126  coach [kouʧ] n. (스포츠 팀의) 감독, 코치, 과외교사, 대형버스

0127  collection [kəlékʃən] n. 수집품, 소장품

0128  combine [kəmbáin] v. (하나의 단일체를 만들도록) 결합하다

0129  comfort [kΛmfərt] n. 안락, 편안함

0130  command [kəmǽnd] n. 명령

0131  comment [kάment] n. 논평, 언급

0132  commit [kəmít] v. (그릇된 일·범죄를) 저지르다

0133  common [kάmən] a. 공통의, 보통의

0134  communicate [kəmjúːnəkèit] v.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0135  compact [kəmpǽkt] a. 소형의, 작은

0136  compare [kəmpέər] v. 비교하다, 비유하다

0137  compete [kəmpíːt] v. 경쟁하다, 겨루다

0138  competition [kὰmpətíʃən] n.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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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139  complain [kəmpléin] v. 불평[항의]하다

0140  complete [kəmplíːt] a. 완전한, 완벽한 / v. 완료하다, 끝마치다

0141  complex [kəmpléks] a. 복잡한

0142  compose [kəmpóuz] v. 구성하다

0143  conclude [kənklúːd] v. 종결하다, 결론짓다

0144  confidence [kάnfədəns] n. 신뢰, 자신감, 확신

0145  confuse [kənfjúːz] v. (사람을) 혼란시키다

0146  congratulate [kəngrǽʧulèit] v. 축하하다

0147  connect [kənékt] v. 잇다, 연결하다; 이어지다, 연결되다

0148  conquer [kάŋkər] v. 정복하다

0149  conscious [kάnʃəs] a. 의식하는, 자각하는

0150  consider [kənsídər] v. 사려[고려/숙고]하다

0151  constant [kάnstənt] a. 끊임없는; 거듭되는

0152  construct [kənstrΛkt] v. 건설하다

0153  consult [kənsΛlt] v. 상담[상의]하다

0154  contact [kάntækt] n. 연락, 접촉

0155  continent [kάntənənt] n. 대륙

0156  continue [kəntínjuː] v. (쉬지 않고) 계속되다

0157  contrast [kəntrǽst] n. 차이; 대조, 대비

0158  contribute [kəntríbjuːt] v. 기부[기증]하다

0159  control [kəntróul] n. 지배(권)

0160  convenient [kənvíːnjənt] a. 편리한, 간편한

0161  correct [kərékt] a. 맞는, 정확한

0162  cost [kɔ:st] n. 값, 비용

0163  cotton [kάtn] n. 솜, 면화

0164  count [kaʊnt] v. (수를) 세다

0165  courage [kə́ːridʒ] n. 용기, 용감함

0166  court [kɔːrt] n. 법정, 법원

0167  craft [krӕft] n. 공예, 기술, 술책

0168  creative [kriéitiv] a. 창조적인, 창의적인

0169  crime [kraim] n. 죄, 범죄

0170  crisis [kráisis] n. 위기, 공황

0171  crop [krɑ:p] n. (농)작물

0172  culture [kΛlʧər] n. 문화, 문명

0173  custom [kΛstəm] n. 관습, 풍습, 세관



0174  dare [dεər] v. 감히 ~하다

0175  deal [diːl] v. 거래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분배하다

0176  debate [dibéit] n. 토론

0177  decay [dikéi] v. 썩다, 부패하다, 상하다

0178  deceive [disíːv] v. 속이다, 기만하다

0179  decline [dikláin] n. (수·가치·품질 등의 지속적인) 감소

0180  defend [difénd] v. 방어하다, 지키다, 막다

0181  definite [défənit] a. 확실한, 확고한

0182  degree [digríː] n. 도, 학위

0183  delay [diléi] n. 지연, 지체

0184  delicious [dilíʃəs] a. 맛있는

0185  delight [diláit] n. 기쁨, 즐거움

0186  demand [dimǽnd] v. 요구[청구]하다

0187  deny [dinái] v. 부정[부인]하다

0188  depart [dipάːrt] v. (특히 여행을) 떠나다

0189  depend [dipénd] v. 의존하다, 의지하다

0190  depress [diprés] v. 우울[암울]하게 만들다, 침체시키다

0191  descend [disénd] v. 내려가다, 내려오다

0192  describe [diskráib] v. (…이 어떠한지를) 말하다

0193  desert [dézərt] v. 버리다, 포기하다 / n. 사막

0194  desire [dizáiər] n. 욕구, 갈망; 바람

0195  determine [ditə́ːrmin] v. 알아내다, 밝히다

0196  develop [divéləp] v. 성장[발달]하다

0197  devote [divóut] v. (…에) 바치다, 쏟다, 기울이다

0198  different [dífərənt] a. 다른, 차이가 나는

0199  difficult [dífikΛlt] a. 어려운, 힘든

0200  digest [didʒést] v. (음식을) 소화하다, 이해하다

0201  diligent [dílədʒənt] a. 근면한, 성실한

0202  directly [diréktli] ad. 곧장, 똑바로

0203  disability [dìsəbíləti] n. (신체적·정신적) 장애

0204  disadvantage [dìsədvǽntidʒ] n. 불리한 점, 약점

0205  disappoint [dìsəpɔ́int] v. 실망시키다

0206  disaster [dizǽstər] n. 참사, 재난, 재해

0207  discover [diskΛvər] v. 발견하다

0208  discuss [diskΛs] v. 논의[토론, 토의, 검토, 심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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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09  disease [dizíːz] n. 질병, 병, 질환

0210  distinguish [distíŋgwiʃ] v. 구별하다,식별하다

0211  disturb [distə́ːrb] v. (작업, 수면 등을) 방해하다

0212  dove [dʌv] n. 비둘기

0213  drown [draun] v. 익사하다, 물에 빠지다

0214  drug [drʌg] n. 약

0215  dumb [dʌm] a.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0216  duty [djúːti] n. (도덕적·법률적) 의무

0217  dye [daɪ] v. 염색하다

0218  eager [íːgər] a. 열렬한, 간절히 바라는, 열심인

0219  earn [əːrn] v. (돈을) 벌다

0220  economics [èkənάmiks] n. 경제학

0221  edge [edƷ] n. 끝, 가장자리, 강렬함

0222  effort [éfərt] n. 수고, 노력

0223  elect [ilékt] v. (선거로) 선출하다

0224  elementary [èləméntəri] a. 초보의, 초급의

0225  emotion [imóuʃən] n. 감정, 정서

0226  enable [inéibl] v.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0227  enemy [énəmi] n. 적

0228  engage [ingéidʒ] v. (주의·관심을) 사로잡다

0229  enough [inΛf] a. 충분한, 족한

0230  entertain [èntərtéin] v. 접대하다

0231  entire [intáiər] a. 전체의

0232  environment [inváiərənmənt] n. (주변의) 환경

0233  envy [énvi] n. 부러워하다

0234  equip [ikwíp] v. 장비를 갖추다

0235  erase [iréis] v. 지우다

0236  escape [iskéip] v. 달아나다, 탈출하다

0237  especially [ispéʃəli] ad. 특히

0238  essence [ésns] n. 기본, 본질

0239  estimate [éstəmèit] n. 평가하다, 추정하다

0240  evidence [évədəns] n. 증거, 흔적

0241  evil [íːvəl] a. 나쁜, 사악한 / n. 악, 악행

0242  exact [igzǽkt] a. 정확한, 정밀한

0243  examine [igzǽmin] v. 조사[검사]하다



0244  excel [iksél] v. 뛰어나다, 탁월하다

0245  excellent [éksələnt] a. 훌륭한, 탁월한

0246  except [iksépt] pre. 이외에, 제외하고

0247  exhibit [igzíbit] v. 전시하다

0248  exist [igzíst] v. 존재[실재/현존]하다

0249  expensive [ikspénsiv] a. 비싼, 돈이 많이 드는

0250  experience [ikspíəriəns] n. (지식과 기능을 쌓게 되는) 경험

0251  experiment [ikspérəmənt] n. (과학적인) 실험

0252  expert [ékspəːrt] n. 전문가

0253  explain [ikspléin] v. 설명하다

0254  explore [iksplɔ́ːr] v. 답사[탐사/탐험]하다

0255  express [iksprés] v. 나타내다, 표현하다

0256  fable [féibl] n. 우화

0257  fact [fӕkt] n. 사실

0258  failure [féiljər] n. 실패(자)

0259  fair [feə(r)] a. 타당한, 온당한

0260  familiar [fəmíljər] a. 익숙한, 친숙한

0261  famous [féiməs] a. 유명한

0262  fancy [fǽnsi] v. 상상[공상]하다, 마음에 그리다

0263  fare [feə(r)] n. (교통) 요금

0264  farther [fάːrðər] ad. 더 멀리

0265  fault [fɔ:lt] n. 잘못, 책임

0266  favor [féivər] n. 호의, 친절

0267  feature [fíːʧər] n. 특색, 특징, 특성

0268  feed [fiːd] v. 음식[먹이]을 주다, 부양하다

0269  female [fíːmeil] n. 여성 / a. 여성의

0270  fever [fíːvər] n. 열(병)

0271  fit [fɪt] v. 맞다, 적합하다 / a. 건강한 / n. 발작

0272  flame [fleɪm] n. 불길, 불꽃

0273  flavor [fléivər] n. 풍미, 향미, 맛

0274  flexible [fléksəbl] a. 신축성[융통성] 있는

0275  float [floʊt] v. (물 위나 공중에서) 떠[흘러]가다

0276  flour [fláuər] n. (곡물의) 가루, 밀가루

0277  follow [fάlou] v. (…의 뒤를) 따라가다

0278  forbid [fərbíd] v. 금하다,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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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79  forecast [fɔ́:rkӕst] n. 예측, 예보

0280  foreign [fɔ́ːrən] a. 외국의

0281  forgive [fərgív] v. 용서하다

0282  formal [fɔ́ːrməl] a. 격식을 차린, 정중한

0283  fortune [fɔ́ːrʧən] n. 재산, 운

0284  found [faʊnd] v. 설립하다

0285  frequent [fríːkwənt] a. 자주[빈번히]일어나는

0286  friendship [fréndʃip] n. 교우 관계

0287  frighten [fráitn] v. 겁먹게[놀라게] 만들다

0288  frontier [frʌntíər] n. 국경[경계] (지역)

0289  frustrate [frΛstreit] v. 좌절감을 주다, 불만스럽게 만들다

0290  fuel [fjúːəl] n. 연료

0291  function [fΛŋkʃən] n. 기능

0292  fund [fʌnd] n.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

0293  funny [fΛni] a. 재미있는, 웃기는

0294  furnish [fə́ːrniʃ] v. 공급하다, 마련해 주다, 비치하다

0295  further [fə́ːrðər] ad. (거리상으로) 더 멀리에,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미래로) 더 나아가

0296  gather [gǽðər] v. 모이다, 집합하다

0297  gaze [geiz] v. (가만히) 응시하다

0298  gender [dʒéndər] n. 성, 성별

0299  generous [dʒénərəs] a. 후한, 관대한, 넉넉한

0300  gentle [dʒéntl] a. 온화한, 순한

0301  globe [gloʊb] n. 지구본 / a. 지구의

0302  government [gΛvərnmənt] n. 정부, 정권

0303  grace [greis] n. 우아함, 품위

0304  gradual [grǽdʒuəl] a. 점진적인, 서서히 일어나는

0305  graduation [grӕdʒuéiʃən] n. 졸업

0306  grain [greɪn] n. 곡물; (곡식의) 낟알

0307  gravity [grǽvəti] n. 중력, 심각성

0308  greedy [gríːdi] a.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0309  growth [groʊθ] n. 성장, 증가

0310  guard [gaːrd] v. 보호하다, 지키다

0311  guess [ges] v. 추측[짐작]하다

0312  guilty [gílti] a.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끼는, 유죄의

0313  happen [hǽpən] v.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다



0314  harbor [hάːrbər] n. 항구

0315  hardly [hάːrdli] ad. 거의 ~아니다, 거의 ~없다

0316  harmful [hάːrmfəl] a. (건강·환경에) 해로운

0317  harvest [hάːrvist] v. 수확하다, 거둬 들이다

0318  headache [hedeɪk] n. 두통

0319  helpful [hélpfəl] a. 도움이 되는

0320  hesitate [hézətèit] v. 망설이다

0321  hinder [híndər] v. 방해하다, 방해가 되다

0322  hire [haiər] v. 고용하다, 빌리다

0323  huge [hjuːdʒ] a. (크기·양·정도가) 막대한[엄청난]

0324  humble [hΛmbl] a. 겸손한, 교만하지 않은

0325  hunger [hΛŋgər] n. 굶주림, 기아

0326  hurt [həːrt] v. 다치게 하다, 손상을 주다

0327  idle [áidl] a. 할일이 없는, 한가한, 게으른

0328  ignore [ignɔ́ːr] v. 무시하다, 돌보지 않다

0329  imagine [imǽdʒin] v. 상상하다, (마음속으로) 그리다

0330  imitate [ímətèit] v. 모방하다, 흉내내다

0331  immediate [imíːdiət] a. 즉시의, 직접적인

0332  immune [imjúːn] a. 면역성이 있는

0333  impact [ímpækt] n. (강력한) 영향, 충격

0334  import [impɔ́ːrt] n. 수입품, 수입, 중요성

0335  impress [imprés] v. 깊은 인상을 주다

0336  include [inklúːd] v. 포함하다

0337  income [ínkʌm] n. 소득, 수입

0338  incredible [inkrédəbl] a.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0339  indeed [indíːd] ad. 정말[확실히]

0340  independence [ìndipéndəns] n. 독립

0341  industry [índəstri] n. 산업, 공업, 제조업

0342  inexpensive [ìnikspénsiv] a. 비싸지 않은

0343  informal [infɔ́ːrməl] a.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허물없는, 편안한

0344  innocent [ínəsənt] a. 결백한, 무죄인

0345  instant [ínstənt] a. 즉각적인 / n. 순간

0346  instinct [ínstiŋkt] n. 본능; 타고난 소질

0347  intelligent [intélədʒənt] a. 총명한, 똑똑한

0348  interfere [ìntərfíər] v. 간섭[개입/참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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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49  introduce [ìntrədjúːs] v. 소개하다

0350  invade [invéid] v. 침입[침략]하다, 쳐들어가다[오다]

0351  invention [invénʃən] n. 발명품

0352  involve [invάlv] v. 필요로 하다, 포함하다

0353  irritate [írətèit] v. 짜증나게 하다, 거슬리다

0354  issue [íʃuː] n. 문제, 논점, 쟁점

0355  jail [dʒeil] n. 교도소, 감옥

0356  journey [dʒə́ːrni] n. 여행[여정/이동]

0357  judge [dʒʌdʒ] n. 판사 , 심사위원 / v. 판단하다, 추정하다, 재판하다

0358  jury [dʒúəri] n. 배심원

0359  keen [kiːn] a. 간절히 …하고 싶은, …을 열망하는

0360  knowledge [nάlidʒ] n. 지식

0361  laboratory [lǽbərətɔ̀ːri] n. 실험실

0362  lately [léitli] ad. 최근에, 얼마 전에

0363  lead [li:d] v. (앞장서서) 안내하다

0364  legal [líːgəl] a. 법률과 관련된

0365  lend [lend] v. 빌려주다, 대여[대출]하다

0366  license [láisəns] v. (공적으로) 허가하다 / n. 면허

0367  loan [loun] n. 대여(물), 대출(금)

0368  local [lóukəl] a. 지역의, 현지의

0369  locate [lóukeit] v. …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 설치하다

0370  lonely [lóunli] a. 외로운, 쓸쓸한

0371  loud [laʊd] a. (소리가) 큰, 시끄러운

0372  lunar [lúːnər] a. 달의

0373  majority [mədʒɔ́ːrəti] n. 대다수, 과반수

0374  manage [mǽnidʒ] v. (힘든 일을) 간신히 해내다

0375  mankind [mӕn|kaɪnd] n. 인류, (모든) 인간

0376  march [maːrʧ] v. 행진[행군]하다

0377  marvelous [mɑ́:rvələs] a. 놀라운, 믿기 어려운

0378  mass [mӕs] n. (정확한 형체가 없는) 덩어리

0379  material [mətíəriəl] n. 직물, 천

0380  mayor [méiər] n. 시장[구청장]

0381  meal [miːl] n. 식사

0382  measure [méʒər] v. 측정하다, 재다

0383  medical [médikəl] a. 의학[의료]의



0384  medicine [médəsin] n. 약, 의약품

0385  melt [melt] v. 녹다, 누그러뜨리다

0386  mention [ménʃən] v. 말하다, 언급[거론]하다

0387  method [méθəd] n. 방법, 방식

0388  million [míljən] n. 100만

0389  miserable [mízərəbl] a. 비참한

0390  moderate [mάdərət] a. 보통의, 중간의

0391  modern [mάdərn] a. 현대의, 근대의

0392  moist [mɔist] a. 축축한, 습기있는

0393  moreover [mɔːróuvər] ad. 게다가, 더욱이

0394  mosquito [məskíːtou] n. 모기

0395  motivate [móutəvèit] v. 이유[원인]가 되다

0396  mud [mʌd] n. 진흙, 진창

0397  murder [mə́ːrdər] n. 살인(죄), 살해

0398  murmur [mə́ːrmə(r)] v. 속삭이다, 소곤거리다

0399  mystery [místəri] n. 수수께끼, 미스터리

0400  myth [miθ] n. 신화, 미신

0401  nap [næp] n. 낮잠 / v. 잠시 졸다

0402  nation [néiʃən] n. 국가

0403  nature [néiʧər] n. 자연, 성질

0404  navigate [nǽvəgèit] v. (지도 등을 보며) 길을 찾다

0405  navy [néivi] n. 해군

0406  necessary [nésəsèri] a. 필요한

0407  needle [níːdl] n. 바늘 

0408  negative [négətiv] a. 부정적인, 나쁜

0409  nephew [néfjuː] n. 조카 (아들)

0410  nervous [nə́ːrvəs] a. 불안해[초조해/두려워] 하는

0411  niece [niːs] n. 조카 (딸)

0412  noble [nóubl] a. 고결한, 고귀한

0413  nod [nɑd] v. 머리를 끄덕이다

0414  noisy [nɔ́izi] a. 시끄러운, 떠드는

0415  novel [nάvəl] n. (장편) 소설

0416  nowadays [náuədèiz] ad. 요즘에는

0417  obey [oubéi] v. 복종하다, 따르다

0418  obtain [əbtéin] v. (노력 끝에)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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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19  occasion [əkéiʒən] n.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

0420  officer [ɔ́ːfisər] n. 장교, 담당관, 관리

0421  operate [άpərèit] v. 작동하다, 수술하다

0422  opportunity [ɑ:pərtu:nəti] n. 기회, 호기

0423  option [άpʃən] n. 선택

0424  oral [ɔ́ːrəl] a. 구두[구어/구술/구전]의

0425  orchard [ɔ́ːrʧərd] n. 과수원

0426  order [ɔ́ːrdər] n. 순서, 질서, 명령, 주문

0427  ordinary [ɔ́ːrdənèri] a. 보통의, 평범한

0428  organ [ɔ́ːrgən] n. (인체 내의) 장기

0429  origin [ɔ́ːrədʒin] n. 기원, 근원, 출신

0430  orphan [ɔ́ːrfən] n. 고아

0431  overhear [óuvərhiər] v. (남의 대화 등을) 우연히 듣다

0432  pale [peil] a. 창백한, 핏기가 없는

0433  passenger [pǽsəndʒər] n. 승객

0434  pause [pɔːz] v. 잠시 멈추다

0435  peel [piːl] v. (과일·채소 등의) 껍질을 벗기다

0436  period [píːəriəd] n. 기간, 시기

0437  perish [périʃ] v. 사라지다, 죽다

0438  persuade [pərswéid] v. (…을 하도록) 설득하다

0439  pity [píti] n. 동정, 연민

0440  pleasant [plézənt] a. 쾌적한, 즐거운, 기분 좋은

0441  pleasure [pléʒər] n. 기쁨, 즐거움

0442  poison [pɔ́izn] n. 독, 독약

0443  policy [pάləsi] n. 정책, 방침

0444  polite [pəláit] a. 예의 바른, 공손한, 정중한

0445  political [pəlítikəl] a. 정치의, 정치에 관한, 정치적인

0446  popular [pάpjulər] a. 인기 있는

0447  positive [pάzətiv] a. 긍정적인, 적극적인

0448  possess [pəzés] v. 소유하다, 소지하다

0449  possible [pάsəbl] a. 가능한(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0450  pour [pɔ:(r)] v. (그릇을 비스듬히 기울이고)붓다

0451  poverty [pάvərti] n. 가난, 빈곤

0452  practical [prǽktikəl] a. 현실[실질/실제]적인

0453  praise [preɪz] n. 칭찬, 찬사, 찬양



0454  pray [prei] v. 빌다, 기원하다, 기도하다

0455  precious [préʃəs] a. 귀중한, 값비싼

0456  prepare [pripέər] v. 준비하다[시키다]

0457  pretend [priténd] v. …인 척하다[것처럼 굴다]

0458  prevent [privént] v. (~를/~가 ~하는 것을) 막다

0459  previous [príːviəs] a. 이전의

0460  prime [praim] a. 주된, 주요한; 기본적인

0461  private [práivət] a. 사유의, (특정) 개인 소유의

0462  privilege [prívəlidʒ] n. 특권, 영광, 특례

0463  probably [prάbəbli] ad. 아마

0464  produce [prədjúːs] v. 생산하다

0465  protect [prətékt] v. 보호하다, 지키다

0466  prove [pru:v] v. 입증[증명]하다

0467  provide [prəváid] v. 제공[공급]하다, 주다

0468  publish [pΛbliʃ] v. 출판[발행]하다

0469  quantity [kwάntəti] n. 양, 수량

0470  quarrel [kwɔ́ːrəl] n. (말)다툼[언쟁/싸움]

0471  quite [kwaɪt] ad. 꽤, 상당히 (긍정)

0472  raise [reɪz] v. 들어올리다[올리다/들다]

0473  rate [reɪt] n. 속도, 비율, 요금 / v.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

0474  rather [rǽðər] ad. 꽤, 약간, 상당히 (부정)

0475  reality [riǽləti] n. 현실

0476  realize [ríːəlàiz] v. 깨닫다, 알아차리다, 인식[자각]하다

0477  rear [rɪr] n. (어떤 것의) 뒤쪽

0478  receive [risíːv] v. 받다

0479  recent [ríːsnt] a. 최근의

0480  recognize [rékəgnàiz] v. (누구·무엇인지) 알아보다

0481  reduce [ridjúːs] v. 줄이다[축소하다], (가격 등을) 낮추다

0482  refer [rifə́:r] v. 알아보도록 하다, 조회하다

0483  refine [rifáin] v. (어떤 물질을) 정제[제련]하다

0484  refund [rifΛnd] n. 환불, 반환

0485  refuse [rifjúːz] v. (요청·부탁 등을) 거절[거부]하다

0486  regard [rigάːrd] v. 간주하다, 관련되다

0487  region [ríːdʒən] n. 지방, 지역

0488  register [rédʒistər] v. (이름을) 등록[기재]하다, 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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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89  relation [riléiʃən] n. (두 사람·집단·국가 사이의) 관계

0490  release [rilíːs] v. 풀어주다, 석방[해방]하다

0491  reliable [riláiəbl] a.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0492  religious [rilídʒəs] a. 종교의

0493  remind [rimáind] v. 상기시키다

0494  repair [ripέər] v. 수리[보수/수선]하다

0495  request [rikwést] n. 요청[신청]

0496  rescue [réskjuː] v. 구조하다, 구하다

0497  research [risə́ːrʧ] n. 연구, (연구) 조사

0498  reserve [rizə́ːrv] v. 예약하다

0499  resource [ríːsɔːrs] n. 자원, 재원

0500  respond [rispάnd] v. 대답[응답]하다, 반응하다

0501  retire [ritáiər] v. 은퇴하다, 퇴직하다

0502  retreat [ritríːt] n. 후퇴 / v. 후퇴하다

0503  ripe [raip] a. 익은, 여문

0504  rod [rad] n. 막대, 회초리

0505  rough [rʌf] a. 고르지[매끈하지] 않은, 거친, 대략적인, 난폭한

0506  routine [ruːtíːn] n. 틀, (판에 박힌) 일상

0507  royal [rɔ́iəl] n. 국왕[여왕]의, 성대한, 위풍당당한

0508  rub [rʌb] v. 문지르다[비비다]

0509  rude [ru:d] a. 무례한, 예의 없는, 버릇없는

0510  ruin [rúːin] v. (가치·기쁨 등을) 망치다

0511  rule [ruːl] v. 지배하다, 통치하다 / n. (경기 등의) 규칙

0512  rural [rúərəl] a. 시골[전원의], 지방의

0513  safety [séifti] n. 안전, 안정성

0514  saint [seint] n. 성자, 성인, 군자

0515  salary [sǽləri] n. 봉급, 월급

0516  salmon [sǽmən] n. 연어

0517  satisfy [sǽtisfài] v. 만족시키다

0518  scent [sent] n. 향기, 후각

0519  scholar [skάlər] n. 학자

0520  scientific [sàiəntífik] a. 과학의

0521  scold [skould] v. 꾸짖다, 야단치다

0522  sculpture [skΛlpʧər] n. 조각 / v. 조각하다

0523  search [səːrʧ] v. 찾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0524  section [sékʃən] n. 부분, 부문, 구획

0525  seed [siːd] n. 씨, 씨앗, 종자

0526  seek [siːk] v. 찾다, 추구하다

0527  seldom [séldəm] ad. 좀처럼[거의] ~않다

0528  select [silékt] v. 선발[선정/선택]하다

0529  selfish [sélfiʃ] a. 이기적인

0530  senior [síːnjər] a. (계급·지위가) 고위[고급/상급/상위]의

0531  sensible [sénsəbl] a. 현명한, 분별력 있는

0532  sensitive [sénsətiv] a. 민감한, 예민한

0533  separate [sépərèit] a. 분리된, 따로 떨어진, 독립된

0534  serious [síəriəs] a. 심각한, 진지한

0535  servant [sə́ːrvənt] n. 하인, 종

0536  serve [səːrv] v.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0537  settle [sétl] v. 해결하다, 정착하다

0538  severe [sivíər] a. 극심한, 심각한

0539  sew [sou] v. 바느질하다, 꿰매다

0540  shade [ʃeɪd] n. 그늘

0541  shake [ʃeɪk] v. 흔들리다; 흔들다

0542  shallow [ʃǽlou] a. 얄팍한, 얕은, 피상적인

0543  shame [ʃeɪm] n. 부끄러움, 수치심

0544  shape [ʃeɪp] n. 모양, 형태

0545  share [ʃεər] v. 공유하다, 분담하다, 나누다

0546  shark [ʃaːrk] n. 상어

0547  sharp [ʃɑ:rp] a. 날카로운, 뾰족한, 예리한

0548  shelter [ʃéltər] n. 피난처, 대피소

0549  shepherd [ʃépərd] n. 양치기

0550  shine [ʃaɪn] v. 빛나다, 반짝이다

0551  shore [ʃɔːr] n. 기슭, 해안[해변], 호숫가

0552  shortage [ʃɔ́ːrtidʒ] n. 부족

0553  sigh [sai] v. 한숨쉬다, 탄식하다

0554  sight [saɪt] n. 시력

0555  sightseeing [sáitsìːiŋ] n. 구경, 관광

0556  signal [sígnəl] n. 신호

0557  signify [sígnəfài] v. 의미하다, 뜻하다, 나타내다

0558  silly [síli] a. 어리석은, 바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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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559  similar [símələr] a. 비슷한, 유사한, 닮은

0560  sincere [sinsíər] a. 진실된, 진정한, 진심 어린

0561  sink [sɪŋk] v. 가라앉다[빠지다]

0562  skill [skil] n. 솜씨, 기술

0563  slave [sleiv] n. 노예

0564  slight [slait] a. 약간의, 조금의, 경미한

0565  slim [slim] a. 호리호리한, 여윈

0566  slippery [slípəri] a. 미끄러운, 미끈거리는

0567  smart [smaːrt] a. 영리한, 현명한

0568  smash [smæʃ] v. 분쇄하다, 산산이 부수다

0569  snake [sneɪk] n. 뱀

0570  sniff [snɪf] v. 코를 훌쩍이다

0571  sob [sab] v. 흐느껴 울다, 흐느끼다

0572  soil [sɔɪl] n. 토양, 흙

0573  solid [sάlid] a. 단단한; 고체의, 고형의

0574  solution [səlúːʃən] n. 해법, 해결책

0575  sore [sɔ:(r)] a. 아픈, 화가 난, 감정이 상한 

0576  sorrow [sάrou] n. 슬픔, 비통, 유감

0577  soul [soul] n. 영혼, 정신

0578  sour [sauər] a. (맛이) 신

0579  space [speis] n. 공간, 우주, 장소

0580  spare [sper] a. 남는, 여분의

0581  species [spíːʃiːz] n. 종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

0582  specific [spisífik] a. 구체적인, 명확한, 분명한

0583  spirit [spírit] n. 정신, 영혼

0584  spoil [spɔil] v. 망치다, 버려 놓다, 못쓰게 만들다

0585  spot [spat] n. 장소, 지점, 반점

0586  spread [spred] v. 퍼뜨리다, 뿌리다

0587  stage [steɪdƷ] n. (발달·진행상의) 단계

0588  stare [stεər] v. 응시하다, 빤히 쳐다보다

0589  steady [stédi] a. 변함[변동]없는, 고정적인, 한결같은

0590  stomach [stΛmək] n. 위, 복부, 배, 속

0591  stroll [stroul] v. 거닐다, 산책하다

0592  struggle [strΛgl] v. 투쟁[고투]하다, 몸부림치다

0593  suburb [sΛbəːrb] n. 교외, 근교



0594  success [səksés] n. 성공; 성과

0595  successful [səksésfəl] a. 성공한, 성공적인

0596  suck [sʌk] v. 빨아들이다

0597  suffer [sΛfər] v. 시달리다; 고통받다

0598  suggest [səgdʒést] v. 제안[제의]하다

0599  suitable [súːtəbl] a. 적당한, 적합한

0600  sum [sʌm] n. 합계, 총계, 액수

0601  supply [səplái] n. 공급[비축](량)

0602  support [səpɔ́ːrt] v. 지지[옹호/재청]하다

0603  surface [sə́ːrfis] n. (사물의) 표면

0604  surrender [səréndər] v. 항복[굴복]하다, 투항하다

0605  survey [sərvéi] n. 설문 (조사)

0606  swallow [swάlou] v. (음식 등을) 삼키다

0607  swear [swεər] v. 맹세하다, 욕을 하다

0608  sweat [swet] n. 땀, 식은땀, 진땀

0609  sweep [swiːp] v. 청소하다, 쓸다

0610  tailor [téilər] n. 재봉사, 양복점

0611  task [tӕsk] n. 일, 과업, 과제

0612  taste [teist] n. 맛, 미각, 입맛

0613  tax [tӕks] n. 세금 

0614  tear [tiər] v. 찢다, 뜯다 / n. 눈물, 울음

0615  temper [témpər] n. 기질, 기분, 화

0616  temperature [témpərəʧər] n. 온도, 기온, 체온

0617  tender [téndər] a. 상냥한, 다정한, 애정 어린

0618  tension [ténʃən] n. 긴장, 불안

0619  thick [θik] a. 두꺼운, 두툼한, (부피가) 굵은

0620  thin [θin] a. 얇은, 가느다란

0621  thread [θred] n. 실, 가닥, 맥락 / v. 꿰다, 빠져나가다

0622  threat [θret] n. 위협, 우려

0623  tidy [táidi] a. 깔끔한, 단정한

0624  tight [taɪt] a. 단단한, 꽉 조여[묶여] 있는

0625  timid [tímid] a. 겁이 많은, 소심한

0626  tiny [táini] a. 아주 작은

0627  tongue [tʌŋ] n. 혀, 언어, 말버릇, 말씨

0628  tough [tʌf] a. 힘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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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29  tragedy [trǽdʒədi] n. 비극(적인 사건)

0630  transform [trӕnsfɔ:rm] v. 변형시키다

0631  treat [triːt] v. (특정한 태도로) 대하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0632  trial [tráiəl] n. 재판, 공판, 실험

0633  triumph [tráiəmf] n. (큰) 업적[승리], 대성공

0634  trouble [trΛbl] n. 문제, 곤란, 골칫거리

0635  unbelievable [Λnbilíːvəbl] a. 믿기 어려울 정도인

0636  unfair [Λnfεər] a. 부당한, 불공평한

0637  unfortunately [ʌnfɔ:rtʃənətli] ad.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0638  unusual [ʌnju:Ʒuəl] a. 특이한, 흔치 않은, 드문

0639  upset [ʌpset] v. 속상하게 만들다[하다]

0640  urban [ə́ːrbən] a. 도시의, 도회지의

0641  urge [əːrdʒ] v. (…하도록) 충고하다[설득하려 하다]

0642  urgent [ə́ːrdʒənt] a. 긴급한, 다급한

0643  useful [júːsfəl] a. 유용한,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0644  usual [júːʒuəl] a. 평상시의, 보통의

0645  vain [veɪn] a. 헛된, 소용없는

0646  valley [vǽli] n. 계곡, 골짜기

0647  value [vǽljuː] n. (경제적인) 가치

0648  vary [vέəri] v. (크기·모양 등에서) 서로[각기] 다르다

0649  vast [væst] a. (범위·크기·양 등이) 어마어마한

0650  vegetable [védʒətəbl] n. 채소, 야채

0651  vehicle [víːikl] n. 차량, 탈 것, 운송 수단

0652  victim [víktim] n. (범죄·질병·사고 등의) 피해자[희생자/환자]

0653  village [vílidʒ] n. 마을, 부락, 촌락

0654  violent [váiələnt] a. 난폭한, 격렬한

0655  virtue [və́ːrʧuː] n. 덕, 미덕, 선행

0656  vital [váitl] a. 필수적인

0657  volunteer [vὰləntíər] n. 자원 봉사자

0658  vote [voʊt] n. (선거 등에서의) 표, 투표, 표결

0659  wage [weidʒ] n. (보통 주 단위로 받는) 임금

0660  wander [wάndər] v.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0661  waste [weɪst] v. 낭비하다

0662  wealth [welθ] n. 부(富), (많은) 재산

0663  weapon [wépən] n. 무기 



0664  weep [wiːp] v. 울다, 눈물을 흘리다

0665  weight [weɪt] n. 무게, 체중

0666  welfare [wélfεər] n. (개인·단체의) 안녕[행복], 복지

0667  whale [hweil] n. 고래 

0668  whisper [hwíspər] v. 속삭이다, 귓속말을 하다

0669  whistle [hwísl] n. 호각, 호루라기

0670  wipe [waip] v. (먼지·물기 등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닦다

0671  wisdom [wízdəm] n. 지혜, 슬기, 현명함

0672  wish [wɪʃ] v. 원하다, 바라다

0673  witness [wítnis] n. 목격자, 법적 증인

0674  worship [wə́ːrʃip] n. 예배, 숭배

0675  worth [wəːrθ] a. …의 가치가 있는

0676  yield [jiːld] v. (수익·결과·농작물 등을) 내다, 항복하다, 양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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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접미사

chapter 03 어근

접두사 / 접미사 
/ 어근

Ⅱ



접두사

01

A prefix is a letter or group of letters, for example `un-’ or 

`multi-’, which is added to the beginning of a word in order to 

form a different word.



어근의 앞에 결합하며, 

각각의 접두사가 지닌 뜻을 반영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030

접두사

01

ab-
멀리에, ~과 결여되어, ~과 떨어져서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ab-
(~으로부터, ~에서) 멀리, 떨어져서 (= away (from)) / [변화형] abs-, a-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01 ■ ■ ■
a
[æbnɔ́ːrməl]

bnormal 비정상적인

The temperature was really high this winter due 
to abnormal climate changes.
abnormal한 기후 변화로 인해 올 겨울에는 온도가 매우 높았다.

0002 ■ ■ ■
a
[æbdΛkt]

bduct 유괴[납치]하다

The man was apprehended when he tried to 
abduct the woman.
그 남자는 여성을 abduct하려다 체포되었다.

0003 ■ ■ ■
a
[əbjúːz] 

buse 남용, 오용

Alcohol abuse can lead to family violence.
알코올 abuse는 가정폭력에 이를 수 있다.

0004 ■ ■ ■
a
[æbstéin]

bstain 삼가다, 절제하다

He said I must abstain from drinking.
그는 내가 반드시 술을 abstain해야 한다고 말했다.



031

a/ an-
無(without), 부정(not) / [변화형] 어근 첫 글자가 자음일 경우는 a-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05 ■ ■ ■
a
[ǽnərki]

narchy 무정부 상태; 난장판

Anarchy prevailed in Russia at that time. 
당시 러시아는 anarchy 상태였다.

0006 ■ ■ ■
a
[ənάnəməs]

nonymous 익명인

The person wanted to be an anonymous donor.
그 사람은 anonymous의 기부자가 되기를 원했다.

0007 ■ ■ ■
a
[ǽpəθi] 

pathy 무관심

Many people feel apathy toward politics.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apathy 하다.

01
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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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ante-
앞, 전 (= before) / [변화형] anc(i)-, anti-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08 ■ ■ ■
a
[ӕntəsíːdnt]

ntecedent 선행된, 이전의

We’re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in 
antecedent events.
우리는 antecedent한 사건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0009 ■ ■ ■
a
[ǽnsestər]

ncestor 조상, 선조

On Chuseok, we remember our ancestors and 
visit their graves.
추석에 우리는 ancestor를 기리고 묘소를 찾는다.

0010 ■ ■ ■
a
[æntísəpèit]

nticipate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I anticipate a lot of snow this winter.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길 anticipate한다.



033

auto-
자신의, 스스로, 자동의 (= self)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11 ■ ■ ■
a
[ɔ̀:təgrӕf]

utograph 사인(유명인 서명), 자필 서명

After the game, I got an autograph from 
Michael Jordan.
경기가 끝난 후에 나는 마이클 조던에게 autograph을 받았다.

0012 ■ ■ ■
a
[ɔːtάnəmi]

utonomy 자치권

Laos was granted autonomy in 1949.
라오스는 1949년에 autonomy을 부여 받았다.

0013 ■ ■ ■
a
[ɔ:təbaɪɑ:grəfi]

utobiography 자서전
He spent this summer working on his first 
autobiography.
그는 이번 여름을 그의 첫 번째 autobiography를 쓰는 데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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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bene- 
좋은, 잘 (= good)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14 ■ ■ ■
b
[bénəfit]

enefit 이득, 이점, 혜택

What are some benefits of learning English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benefit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015 ■ ■ ■
b
[bènədíkʃən]

enediction 축복(의 기도)

The Pontiff ’s benediction consoled the people 
discouraged by economic crisis.
교황의 benediction은 경제 위기로 낙심한 그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035

by- 
옆에 (= beside) / 부수적인 (= secondary)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16 ■ ■ ■
b
[báistændə] 

ystander 구경꾼, 행인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
무고한 bystander이 싸움의 피해를 입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0017 ■ ■ ■
b
[báiprὰdəkt]

y-product 부산물

Buttermilk is a by-product of making butter.
버터 우유는 버터를 제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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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con- 
함께, 서로, 같이 (= together, with) / 완전히 (= completely), 강조 / [변화형] co-, col-, com-, 

co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18 ■ ■ ■
c
[kɑ́nsəntrèit]

oncentrate 집중하다, 전념하다, 모으다, 모이다

I concentrated on improving my language 
ability.
나는 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concentrate했다.

0019 ■ ■ ■
c
[kərΛpt]

orrupt 타락한, 부패한

These corrupt officials are accused of taking 
bribes.
이 corrupt한 관료들은 뇌물 수수로 기소되었다.

0020 ■ ■ ■
c
[kɔ̀ːrəspɑ́nd]

orrespond 일치하다, 부합하다, 해당하다

His opinion often exactly corresponds to mine.
그의 의견은 종종 나의 의견과 정확히 correspond한다.

0021 ■ ■ ■
c
[kəlǽbərèit]

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I am supposed to collaborate on a newspaper 
article with her.
나는 그녀와 신문기사를 collaborate하기로 되어있다.



037

contra-
반대 (= against) / [변화형] contro-, counte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22 ■ ■ ■
c
[kəntrǽst]

ontrast 차이, 대조, 대비

The contrast between Western Europe and 
America is particularly sharp.
서유럽과 미국 사이의 contrast는 특히 두드러진다.

0023 ■ ■ ■
c
[kɑ̀ntrədíkt]

ontradict 부정/반박하다, 모순되다

The two witnesses’ testimonies contradict each 
other.
그 두 목격자의 증언은 서로 contradict된다.

0024 ■ ■ ■
c
[kàuntərǽkt]

ounteract …에 반대로 작용하다, 대응하다, 해소하다

Mr. Kim has to take several pills everyday to 
counteract diabetes.
Mr. Kim은 당뇨병에 counteract하기 위해 매일 몇 개의 약을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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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de-
아래로 (= down), 따로따로 (= apart) / (~으로부터, ~에서) 멀리 (= away from) / 충분히 (= fully)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25 ■ ■ ■
d
[dispáiz] 

espise 경멸하다, 멸시하다

She despises him because he treats her badly.
그녀는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그를 despise한다.

0026 ■ ■ ■
d
[ditéil]

etail 세부 사항

Exact details aren’t available at this moment.
정확한 detail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 없다.

0027 ■ ■ ■
d
[digréid]

egrade 비하하다, 저하시키다

I had to fight with him because he constantly 
degraded Korean culture.
그가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degrade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0028 ■ ■ ■
d
[diplíːt]

eplete 고갈시키다, 격감시키다

The red algae release toxins and deplete large 
amounts of oxygen in the water.
적조는 독소를 배출하고 물 속에 있는 많은 양의 산소를 deplete한다.

0029 ■ ■ ■
d
[difáin]

efine 정의하다, 명확히 밝히다

Most importantly, we have to define our 
problems.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문제점들을 define하는 것이다.



039

dis-
(~에서) 멀리 (= away from) / 따로따로 (= apart [변화형] di-, dif) / 부정 (= not)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30 ■ ■ ■
d
[dìsəprúːvəl]

isapproval 찬성하지 않음, 반감, 못마땅함

He did not say anything but we could see his 
disapproval.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disapproval을 알 수 있었다.

0031 ■ ■ ■
d
[dískɔːrd]

iscord 다툼, 불화

There is always discord between cats and dogs.
고양이와 개 사이에는 늘 discord가 있다.

0032 ■ ■ ■
d
[dífər]

iffer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The Jurassic World differs this time from the 
previous series.
이번 쥬라기 월드는 지난 시리즈와는 differ하다.

0033 ■ ■ ■
d
[disɔ́ːrdər]

isorder 엉망, 어수선함, 신체기능의 이상·장애

The city fell into a state of disorder and 
lawlessness.
그 도시는 disorder와 무법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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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n-/ em-
~을 주다 (= give (en + 명사 = 동사)), ~하게 하다 (= make (en + 형용사 = 동사))   

/ [변화형] m, b, p 앞에서 em-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34 ■ ■ ■
e
[imbéd]

mbed 박히다, 끼워 넣다, 깊이 새겨두다

A piece of glass was embedded in the palm of 
his hand.
유리 조각이 그의 손바닥에 embed되었다.

0035 ■ ■ ■
e
[émpəθi]

mpathy 공감, 감정이입

I was touched by his empathy for the poor’s 
situations.
빈민층의 입장에 대한 그의 empathy에 나는 감명받았다.

0036 ■ ■ ■
e
[infɔ́ːrs]

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강요하다

What judges do is to enforce the law.
판사들이 하는 일은 법을 enforce하는 것이다.

0037 ■ ■ ■
e
[intáitl]

ntitle 자격을 주다, 제목을 붙이다

In this company, all employees are entitled to 
receive four different kinds of insurance.
이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네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을 받을 (자격이) entitle된다.



041

0038 ■ ■ ■
e
[imbɑ́di]

mbody (사상, 특질을) 상징하다, 구현하다

The constitution embodies all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헌법은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 원칙을 embody한다.

0039 ■ ■ ■
e
[impáuər]

mpower ~에게 권력 [권한]을 주다

The judge empowered the police to search the 
man’s house for stolen jewels.
판사는 경찰에게 그 남자의 집을 수색해 도난당한 보석을 찾을 수 있는 empower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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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ex-
밖에, 밖으로 (= out, out of) / 완전히, 철저히 (= completely), 강조 / [변화형] e-, ec-, ef-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40 ■ ■ ■
e
[ekshéil]

xhale (숨, 연기 등) 내쉬다(내뿜다)

The reason why a doctor tells you to exhale is he 
or she needs to listen to the patient’s heartbeat.
의사가 환자에게 exhale하라고 하는 이유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0041 ■ ■ ■
e
[ikstə́ːrmənèit]

xterminate 박멸하다, 몰살시키다

It’s impossible to exterminate cockroaches.
바퀴벌레를 exterminate하기란 불가능하다.

0042 ■ ■ ■
e
[ikspǽnd]

xpand 늘리다, 팽창시키다, 확장하다

Water expands when it freezes.
물은 얼면 expand한다.

0043 ■ ■ ■
e
[igzǽdʒərèit]

xaggerate 과장하다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as been much 
exaggerated by the press. 
사태의 심각성은 언론에 의해 매우 exaggerate되었다.

0044 ■ ■ ■
e
[ivǽpərèit]

vaporate (액체가) 증발하다, 사라지다

The water is evaporated by the sun.
물은 햇빛에 의해 evaporate 된다.



043

extra-
밖에, 초월하여 (= outside, above) / [변화형] extro-, exte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45 ■ ■ ■
e
[ékstrəvə̀ːrt]

xtrovert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The comedian is the only extrovert in his 
family.
그 코미디언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 유일한 extrovert이다.

0046 ■ ■ ■
e
[ikstə́ːrnl]

xternal 외부의, 외적인

The external surface of that roof reflects the 
sunlight.
저 지붕의 external의 표면은 햇빛을 반사한다.

0047 ■ ■ ■
e
[ikstrɔ́ːrdənèri]

xtraordinary 대단한, 놀라운, 터무니없는

There is no question about Yuna Kim 's 
extraordinary talent.
김연아의 extraordinary한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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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fore-
~에 앞서, ~보다 앞서, 미리 (= before)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48 ■ ■ ■
f
[fɔ́ːrid]

orehead 이마

The hat protects the head and forehead from 
freezing winds.
그 모자는 머리와 forehead를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0049 ■ ■ ■
f
[fɔ:rsi:]

oresee …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예견하다

I’ve always enjoyed violent exercise, so I don’t 
foresee any problems.
나는 언제나 과격한 운동을 즐겨 해 왔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foresee한다.



045

in-
안에, 안으로 (= in, into) / 위에 (= on) / 부정 (= not) / [변화형] im-, il-, i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50 ■ ■ ■
i
[ìnəbíləti]

nability 무능력, 불능

The biggest problem is the employees’ inability 
to deal with foreign clients.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inability이다.

0051 ■ ■ ■
i
[ìndipéndəns]

ndependence 독립, 자주, 독립심

The colony declared independence.
그 식민지는 independence을 선언했다. 

0052 ■ ■ ■
i
[ìnkənsístənt] 

nconsistent (진술 등이) 일관성 없는, 부합하지 않는

His statements are inconsistent with the facts.
그의 진술은 사실에 대해 inconsistent이다.

0053 ■ ■ ■
i
[irégjulər]

rregular 정해지지 않은, 고르지 못한

He eats and sleeps at irregular times.
그는 irregular한 시간에 먹고 잔다.

0054 ■ ■ ■
i
[ilíːgəl]

llegal 불법(위법)의

I got a ticket for illegal parking yesterday.
나는 어제 illegal 주차 딱지를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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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intra-
안에, 내부에 (= inside) / [변화형] intro-, inte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55 ■ ■ ■
i
[íntrəvə̀ːrt]

ntrovert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

He doesn't have many friends because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그는 introvert한 성격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다.

0056 ■ ■ ■
i
[intə́ːrnl] 

nternal 내부의

Excess belly fat puts stress on the body's internal 
organs.
과도한 복부 지방은 신체의 internal 장기에 스트레스를 준다.



047

inter-
사이에, 서로, 상호 (= between) / 안에 (= within) / [변화형] ente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57 ■ ■ ■
i
[ìntərnǽʃənəl]

nternational 국제적인

I have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나는 international 자동차 면허증이 있다.

0058 ■ ■ ■
i
[ìntərӕkt]

nteract 상호작용하다, 서로 영향을 주다

A good teacher always tries to interact with the 
class.
좋은 교사는 언제나 학급과 interact하려고 노력한다.

0059 ■ ■ ■
i
[ìntərvíːn]

ntervene 중재하다, 개입하다, 끼어들다

He intervened in the argument between his two 
sons.
그는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intervene했다.

0060 ■ ■ ■
i
[intə́ːrprɪtər]

nterpreter 통역사

I have been working as an interpreter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interpreter로 일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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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mis-/ mal-
나쁜, 잘못된, 부정 (= bad, wrong, not)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61 ■ ■ ■
m
[mӕlfʌŋkʃn]

alfunction 기능 불량

His old computer is malfunctioning, but he 
cannot find what the cause is yet.
그의 오래된 컴퓨터는 malfunction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원인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

0062 ■ ■ ■
m
[mӕlnu:trɪʃn]

alnutrition 영양실조

Malnutrition was common in Korea in wartime.
전쟁 때 한국에서는 malnutrition이 흔했다.

0063 ■ ■ ■
m
[mɪsli:dɪŋ]

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 이끄는

This report is incorrect and misleading.
이 보고서는 정확성이 없고 misleading하다.

0064 ■ ■ ■
m
[mɪspleɪs]

isplace 잘못 놓아두다, 제자리에 두지 않다

I think I misplaced my book somewhere in the 
classroom.

나는 내 책을 교실 어딘가 misplace한 것 같다.

0065 ■ ■ ■
m
[mistéik]

istake 실수하다, 잘못 쓰다, 오인하다

He will be blamed for his mistake.
그는 그의 mistake로 비난받을 것이다.



049

multi-
많은 (= many)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66 ■ ■ ■
m
[mΛltətjùːd]

ultitude 아주 많은 수, 다수

I have a multitude of shoes.
나는 multitude한 신발을 가지고 있다.

0067 ■ ■ ■
m
[mΛltəplài]

ultiply 곱하다, 증가시키다, 증식하다

Multiply four by two and the result is eight.
4에 2를 multiply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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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ob-
반대, 저항 (= against) / 가까이 (= near) / [변화형] o-, oc-, of-, op-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68 ■ ■ ■
o
[ɑ́bstəkl]

bstacle 장애물

She had to surmount many obstacles in order to 
succeed.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obstacle을 극복해야 했다.

0069 ■ ■ ■
o
[əpóuz] 

ppose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We opposed the building of a new road through 
the park.
우리는 공원을 통과하는 새 도로 건설에 oppose했다.

0070 ■ ■ ■
o
[əkə́ːr]

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occurs.
만약 무슨 일이 occur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0071 ■ ■ ■
o
[əfénsiv]

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His behavior is offensive to many people.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offensive 이다.



051

out-
밖으로, 밖에 (= out) / 보다 이상의, 초과하여 (= more than)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72 ■ ■ ■
o
[aʊtbreɪk]

utbreak 발생, 발발

The MERS outbreak is negatively affecting the 
economy.
메르스 outbreak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0073 ■ ■ ■
o
[aʊtkʌm]

utcome 결과, 성과

The candidate was disappointed a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그 후보자는 선거 outcome에 실망했다. 

0074 ■ ■ ■
o
[ˈaʊtˌlʊk]

utlook 전망, 경치, 견해, 시야, 태도

There is a much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Korean economy.
한국 경제에 대한 훨씬 더 긍정적인 outlook이 있다.

0075 ■ ■ ■
o
[aʊtstӕndɪŋ]

utstanding 우수한, 눈에 띄는, 현저한

He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ainters of 
our time.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outstanding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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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over-
위에 (= over) / 지나치게 ~ (하다) (= too much)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76 ■ ■ ■
o
[oʊvərhed]

verhead 머리 위의, 하늘 높이

The woman is checking an overhead projector.
그 여성은 overhead의 프로젝터를 점검하는 중이다.

0077 ■ ■ ■
o
[oʊvərlӕp]

verlap 겹치다, 중복되다

I can’t listen to your class because it overlaps 
with another one.
나는 당신의 수업이 다른 수업과 overlap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없다.

0078 ■ ■ ■
o
[oʊvərfloʊ]

verflow 넘쳐흐르다, 범람하다

The heavy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폭우로 인해 강물이 overflow했다.

0079 ■ ■ ■
o
[òuvərtéik]

vertake 추월하다, 따라잡다,

I was so frustrated because there was no 
opportunity to overtake.
overtake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매우 좌절했다.

0080 ■ ■ ■
o
[òuvərhwélmiŋ]

verwhelming 압도적인
The popularity of that book was overwhelm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그 책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overwhelmin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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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을 통하여 (= through) / 널리 (= throughout) / 완전히 (= completely)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81 ■ ■ ■
p
[pərsépʧuəl]

erceptual 지각적인, 지각의, 지각력의

They argued that infants possess well-developed 
perceptual skills.
그들은 유아가 잘 발달된 perceptual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0082 ■ ■ ■
p
[pərsístənt]

ersistent 끈질긴, 고집 센, 지속적인

They’re persistent in negotiating for the 
contract.
그들은 계약의 협상을 persistent한다.

0083 ■ ■ ■
p
[p3:rmənənt]

ermanent 영구적인, 정규직의

Dorothy is looking for a permanent job.
도로시는 permanent한 직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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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후에, 나중에 (= after)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84 ■ ■ ■
p
[póustskrìpt]

ostscript (편지의) 추신, (책 등의) 후기

Did you know that P.S. stands for postscript?
P.S.가 postscript를 뜻하는 말인지 알고 있었나요?

0085 ■ ■ ■
p
[pastíəriər]

osterior 이후에, ~뒤의, 뒤쪽에 있는

Posterior to the year 2002, Korea attracted a lot 
of tourists.
2002년 posterior에 한국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0086 ■ ■ ■
p
[poustpóun]

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Don’t postpone until tomorrow what you should 
do now.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까지 postpone하지 말라.



055

pre-
앞, 전 (= before) / 미리 (= previous)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87 ■ ■ ■
p
[príːvjùː]

review 시사회

The preview for the movie was held in Seoul on 
July 5.
그 영화의 preview는 7월 5일 서울에서 열렸다.

0088 ■ ■ ■
p
[prédʒudis]

rejudice 편견

A subjective judgment can lead to prejudice.
주관적인 판단은 prejudice에 이르게 한다.

0089 ■ ■ ■
p
[pridíkt]

redict 예측하다, 예상하다

The weather forecast predicted sunshine for 
tomorrow.
일기 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predict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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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앞으로 (= forward)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90 ■ ■ ■
p
[prəpóuz]

ropose 제안하다, 의도하다, 청혼하다

The schedule I would like to propose is as 
shown below. 
내가 propose하고싶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 

0091 ■ ■ ■
p
[prɑ́gres]

rogress 진전, 진보

The progress of science has changed the world.
과학의 progress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0092 ■ ■ ■
p
[prəsíːd]

roceed 진행하다, 나아가다

I will proceed with legal action.
나는 소송을 계속 proceed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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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 (= again) / 뒤로 (= back) / 반대 (= against)

z e u s e n g l i s h
접두사

1

0093 ■ ■ ■
r
[rìːinfɔ́ːrs]

einforce 강화하다, 보강하다

I intend to reinforce that position.
나는 그 입장을 reinforce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0094 ■ ■ ■
r
[rifɔ́ːrm]

eform 개혁, 교화

The forces of reaction made reform difficult.
반대 세력들이 reform을 어렵게 만들었다.

0095 ■ ■ ■
r
[rizíst]

esist 저항하다, 반항하다, 견디다

This drug will help your body resist infection.
이 약은 당신의 몸이 감염에 resist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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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이 가득한, ~특징을 지닌

z e u s e n g l i s h
형용사형 접미사

3

0392 ■ ■ ■
f
[fɔ́ːlti]

aulty 결함이 있는, 흠이 있는, 불완전한

We should send those faulty radios to the 
manufacturers.
우리는 그 faulty한 라디오들을 제조사들로 보내야 한다.

0393 ■ ■ ■
f
[frɔ́ːsti]

rosty 서리로 뒤덮인, 서리가 내리는. 몹시 추운(차가운)

They were running across the frosty fields.
그들은 frosty한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0394 ■ ■ ■
g
[gríːdi]

reedy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No one likes that greedy old man.
아무도 그 greedy한 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0395 ■ ■ ■
h
[hǽndi]

andy 손재주가 있는, 유용한, 가까이 있는

She is really handy when it comes to fixing 
computers.
그녀는 컴퓨터를 고치는 것에 관해서라면 매우 handy하다.

0396 ■ ■ ■
h
[hélθi]

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He looks so healthy and strong.
그는 매우 healthy하고 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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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7 ■ ■ ■
s
[stíki]

ticky 끈적거리는, 끈적끈적한

This bottle is so sticky because there was honey 
inside.
이 병은 안에 꿀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sticky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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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
~하는 방식으로 / ~하는 기간에, 정도에, 자리에

z e u s e n g l i s h
부사형 접미사

4

0398 ■ ■ ■
a
[ӕbsəlúːtli]

bsolutely 절대적으로, 완전히

Religion absolutely should be separated from 
politics.
종교는 absolutely하게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0399 ■ ■ ■
a
[ǽkjurətli]

ccurately 정확하게, 틀림없이

Nobody can predict accurately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아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accurately하게 예견할 수 없다.

0400 ■ ■ ■
a
[əpǽrəntli]

pparently 분명히,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He is apparently in his early thirties.
그는 apparently하게 삼십대 초반이다.

0401 ■ ■ ■
a
[əprɑ́ksəmətli]

pproximately 대략, 대체로

The plane will be landing in approximately 20 
minutes.
비행기가 approximately 20분 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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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 ■ ■
b
[béisikəli]

asically 기본적으로

Do you think that human nature is basically 
bad?
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본성은 basically하게 악한 것 같니?

0403 ■ ■ ■
c
[kəmplíːtli]

ompletely 완전히, 전부

They used to quarrel in the past, but now they’re 
completely reconciled.
그들은 과거에는 싸우곤 했으나 지금은 completely하게 화해했다.

0404 ■ ■ ■
e
[íːvənli]

venly 균등하게, 고르게, 대등하게

The disease was fairly evenly spread across 
Asia.
그 질병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상당히 evenly하게 퍼졌다.

0405 ■ ■ ■
m
[míərli]

erely 단지, 그저, 다만, 단순히

He said nothing, merely smiled and watched 
her.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merely하게 웃으며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0406 ■ ■ ■
n
[níərli]

early 거의, 대략, 하마터면

Subway fares will be raised by nearly 10 percent.
지하철 요금이 nearly 10퍼센트 인상된다.

0407 ■ ■ ■
q
[kwíkli]

uickly 즉각, (속도를) 빨리

All his commands were quickly obeyed.
그의 모든 명령은 quickly하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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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하는 쪽으로, ~을 향해서

z e u s e n g l i s h
부사형 접미사

4

0408 ■ ■ ■
a
[ǽftərwərd]

fterward 후에, 나중에, 그 후에

Thinking first and talking afterward.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는 것은 afterward이다.

0409 ■ ■ ■
f
[fɔ́ːrwərd]

orward 앞으로, 미래로

When I call your name, step forward.
이름을 부르면 forward로 나오세요.

0410 ■ ■ ■
o
[áutwərd]

utward 밖으로, 외부의, 외모의

He looks gentle in outward appearance.
그는 outward하는 겉모습이 부드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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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M O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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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t of a word is the part that contains its meaning and to 

which other parts can be added.

어근

03



접두사·접미사와 결합하는 뿌리가 되는 단어이다.

어근이 지닌 뜻을 알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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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

03

ann,enn
해, 년

z e u s e n g l i s h
시간, 공간

1

0411 ■ ■ ■

a
[ǽnjuəl]

nnual 연간의, 해마다, 1년의

A graduation ceremony is a part of the annual 
school program.

졸업식은 annual의 학사 일정 중 하나이다.

0412 ■ ■ ■
m
[miléniəm]

illennium 천 년

This historic building has been around for a 
millennium.

이 역사적인 건물은 millennium 정도 되었다.

0413 ■ ■ ■
p
[pəréniəl]

erennial 고질적인, 영원한, 다년생의

There are the perennial problems of water 
shortage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에는 perennial한 물 부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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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aster
별, 우주

z e u s e n g l i s h
시간, 공간

1

0414 ■ ■ ■
a
[əstrɑ́lədʒi]

strology 점성술, 점성학

Chinese astrology is more complicated than 
many people know.
중국의 astrology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0415 ■ ■ ■
a
[ǽstrənɔ̀ːt]

stronaut 우주 비행사

Deep within the pool, astronauts train for 
spacewalks.
깊은 수영장 안에서 astronaut들은 우주유영을 위한 훈련을 한다.

0416 ■ ■ ■
a
[əstrɑ́nəmi]

stronomy 천문학

Why did ancient humans pursue astronomy?
왜 고대의 인류는 astronomy을 추종했는가?

0417 ■ ■ ■
d
[dizǽstər]

isaster 큰 불행, 대참사

Japan is one of the countries most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일본은 자연적 disaster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03
어
근



142

chron/tempor
시간

z e u s e n g l i s h
시간, 공간

1

0418 ■ ■ ■
c
[krɑ́́nik]

hronic 만성적인

I am suffering from chronic sleep deprivation.
나는 chronic한 불면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0419 ■ ■ ■
c
[krɑ́́nikl]

hronicle 연대기, 연대표, 실록

Chosen Dynasty Chronicles are the annual 
records of the Chosen Dynasty of Korea.
조선왕조 chronicle은 한국의 조선 왕조에 대한 연간 기록이다.

0420 ■ ■ ■
s
[síŋkrənàiz]

ynchronize 동시에 이루어지다 [움직이다]

The voice of the actor did not synchronize with 
the action.
배우의 목소리가 동작과 synchronize하지 않았다.

0421 ■ ■ ■
t
[témpərèri]

emporary 임시의, 일시적인

Many companies want to hire temporary 
workers.
많은 회사들이 temporary직원을 고용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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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 geo
땅, 지구

z e u s e n g l i s h
시간, 공간

1

0422 ■ ■ ■
t
[təréin]

errain 지형, 지대

You need to use hiking shoes on rough terrain.
험한 terrain에서는 하이킹화를 신을 필요가 있다.

0423 ■ ■ ■
t
[térətɔ̀ːri]

erritory 영토, 지방, 지역, 구역

The enemies are beginning to violate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적들이 그 나라의 territory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0424 ■ ■ ■
g
[dʒiɑ́grəfi]

eography 지리, 지리학

To explain the successful civilization of the 
ancient Egyptians, you must look at the 
geography of Egypt.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공적인 문명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geography를 봐야

만 한다.

0425 ■ ■ ■
g
[dʒiɑ́lədʒi]

eology 지질학

Geology is the study of the Earth’s structure, 
surface, and origins.
Geology은 지구의 구조, 지표, 기원 들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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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삶, 생명

z e u s e n g l i s h
삶, 생명

2

0426 ■ ■ ■
b
[baiάlədʒi]

iology 생물학

I didn’t get a good score for biology.
나는 biology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0427 ■ ■ ■
b
[baiɑ́́grəfi]

iography 전기, 일대기

I am reading a biography about Gandhi. 
나는 간디에 대한 biography를 읽고 있다.

0428 ■ ■ ■
b
[baɪoʊdaɪv3:rsəti]

iodiversity (균형적인 생태계 환경을 위한) 생물 종의 다양성

We are already facing biodiversity loss and 
water shortages.
우리는 이미 biodiversity의 손실과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0429 ■ ■ ■
s
[sìmbióusis]

ymbiosis 공생, 공존

Both the crocodile bird and the crocodile derive 
benefit from their symbiosis.
악어새와 악어는 그들의 symbiosis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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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gn/ gener
낳다, 생산하다

z e u s e n g l i s h
삶, 생명

2

0430 ■ ■ ■
g
[dʒiːn]

ene 유전자, 유전인자

These growth changes resulted from gene 
activation.
이러한 성장 변화는 gene 활성화로부터 일어났다.

0431 ■ ■ ■
g
[dʒénəsis]

enesis 발생, 기원, 창세기

The idea of the airplane had its genesis with 
study of the flights of birds.
비행기의 개념은 새가 나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genesis되었다.

0432 ■ ■ ■
g
[dʒénjuin]

enuine 순수한, 순혈의, 순종의, 진품의

Is the painting a genuine Picasso or a fake? 
이 그림은 genuine한 피카소의 것입니까? 가짜입니까?

0433 ■ ■ ■
g
[dʒénərèit]

enerate 생산하다, 발생하다, 초래하다

The body generates antibodies to combat 
harmful microorganisms. 
신체는 해로운 미생물을 퇴치하기 위하여 항체를 generate한다.

0434 ■ ■ ■
p
[prégnənt]

regnant 임신한, 가득찬

My daughter is pregnant with my first grandchild.
나의 딸이 나의 첫번째 손자를 pregnant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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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
죽음

z e u s e n g l i s h
삶, 생명

2

0435 ■ ■ ■
i
[imɔ́ːrtl]

mmortal 불멸의, 죽지 않는

The Beatles touched the world, and their music 
is immortal.
비틀즈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그들의 음악은 immortal하다.

0436 ■ ■ ■
m
[mɔ́ːrtl]

ortal 치명적인

The reputation of that actor is in mortal danger 
because of that scandal.
그 배우의 평판은 그 스캔들 때문에 mortal한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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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e
숨 쉬다

z e u s e n g l i s h
삶, 생명

2

0437 ■ ■ ■
a
[əspáiər]

spire 열망하다

She aspired to an artistic career for a long time.
그녀는 예술계로 진출하기를 오랫동안 aspire했다.

0438 ■ ■ ■
i
[inspáiər]

nspire 영감을 주다, 격려하다

The memory of his mother inspired his best 
music.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의 가장 훌륭한 음악에 inspire했다.

0439 ■ ■ ■
p
[pə̀ːrspəréiʃən]

erspiration (땀 날 정도의) 노력, 땀

Edison said,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에디슨은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perspir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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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vit
삶, 살다

z e u s e n g l i s h
삶, 생명

2

0440 ■ ■ ■
r
[riváiv]

evive 부활시키다, 활기를 되찾다

She has been trying to revive the debate over 
equal pay.
그녀는 균등한 임금에 대한 논의를 revive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0441 ■ ■ ■
s
[sərváivəl]

urvival 생존, 생존자

Animal studies show that sleep is necessary for 
survival.
동물실험은 수면이 survival에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0442 ■ ■ ■
v
[váitl]

ital 필수적인, 절대 필요한, 생명의, 극히 중요한, 활기찬

Television is vital for the dissemination of news 
and information.
텔레비전은 뉴스와 정보의 보급에 vital하다.



한수위
VOCA
3.0

WORKBOOK

평가원 빈출 VOCA 30일 마스터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라



01  비정상적인

02  유괴[납치]하다

03  남용, 오용

04  삼가다, 절제하다

05  무정부 상태; 난장판

06  익명인

07  무관심

08  선행된, 이전의

09  조상, 선조

10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11  사인(유명인 서명), 자필 서명

12  자치권

13  자서전

14  이득, 이점, 혜택

15  축복(의 기도)

16  구경꾼, 행인

17  부산물

18  
집중하다, 전념하다, 
모으다, 모이다

19  타락한, 부패한

20  일치하다, 부합하다, 해당하다

21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22  차이, 대조, 대비

23  부정/반박하다, 모순되다

24  
…에 반대로 작용하다,
대응하다, 해소하다

25  경멸하다, 멸시하다

26  세부 사항

27  비하하다, 저하시키다

28  고갈시키다, 격감시키다

29  정의하다, 명확히 밝히다

30  찬성하지 않음, 반감, 못마땅함

31  다툼, 불화

32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33  
엉망, 어수선함, 
신체기능의 이상·장애

34  
박히다, 끼워 넣다, 
깊이 새겨두다

35  공감, 감정이입

36  집행하다, 시행하다, 강요하다

37  자격을 주다, 제목을 붙이다

38  
(사상, 특질을) 상징하다, 
구현하다

39  ~에게 권력 [권한]을 주다

40  (숨, 연기 등) 내쉬다(내뿜다)

41  박멸하다, 몰살시키다

42  늘리다, 팽창시키다, 확장하다

43  과장하다

44  (액체가) 증발하다, 사라지다

45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46  외부의, 외적인

47  대단한, 놀라운, 터무니없는

48  이마

49  
…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예견하다

50  무능력,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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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normal

02  abduct

03  abuse

04  abstain

05  anarchy

06  anonymous

07  apathy

08  antecedent

09  ancestor

10  anticipate

11  autograph

12  autonomy

13  autobiography

14  benefit

15  benediction

16  bystander

17  by-product

18  concentrate

19  corrupt

20  correspond

21  collaborate

22  contrast

23  contradict

24  counteract

25  despise

26  detail

27  degrade

28  deplete

29  define

30  disapproval

31  discord

32  differ

33  disorder

34  embed

35  empathy

36  enforce

37  entitle

38  embody

39  empower

40  exhale

41  exterminate

42  expand

43  exaggerate

44  evaporate

45  extrovert

46  external

47  extraordinary

48  forehead

49  foresee

50  inability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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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he temperature was really high this winter due to abnormal climate changes.

02 The man was apprehended when he tried to abduct the woman.

03 Alcohol abuse can lead to family violence.

04 He said I must abstain from drinking.

05 Anarchy prevailed in Russia at that time.

06 The person wanted to be an anonymous donor.

07 Many people feel apathy toward politics.

08 We’re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in antecedent events.

09 On Chuseok, we remember our ancestors and visit their graves.

10 I anticipate a lot of snow this winter.

11 After the game, I got an autograph from Michael Jordan.

12 Laos was granted autonomy in 1949.

13 He spent this summer working on his first autobiography.

14 What are some benefits of learning English in the Philippines?

15 The Pontiff’s benediction consoled the people discouraged by economic crisis.

16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

17 Buttermilk is a by-product of making butter.

18 I concentrated on improving my language ability.

19 These corrupt officials are accused of taking bribes.

20 His opinion often exactly corresponds to mine.

21 I am supposed to collaborate on a newspaper article with her.

22 The contrast between Western Europe and America is particularly sharp.

23 The two witnesses’ testimonies contradict each other.

24 Mr. Kim has to take several pills everyday to counteract diabetes.

25 She despises him because he treats her badly.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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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 details aren’t available at this moment.

27 I had to fight with him because he constantly degraded Korean culture.

28 The red algae release toxins and deplete large amounts of oxygen in the water.

29 Most importantly, we have to define our problems.

30 He did not say anything but we could see his disapproval.

31 There is always discord between cats and dogs.

32 The Jurassic World differs this time from the previous series.

33 The city fell into a state of disorder and lawlessness.

34 A piece of glass was embedded in the palm of his hand.

35 I was touched by his empathy for the poor’s situations.

36 What judges do is to enforce the law.

37 In this company, all employees are entitled to receive four different kinds of insurance.

38 The constitution embodies all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39 The judge empowered the police to search the man’s house for stolen jewels.

40 The reason why a doctor tells you to exhale is he or she needs to listen to the patient’s heartbeat.

41 It’s impossible to exterminate cockroaches.

42 Water expands when it freezes.

43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as been much exaggerated by the press. 

44 The water is evaporated by the sun.

45 The comedian is the only extrovert in his family.

46 The external surface of that roof reflects the sunlight.

47 There is no question about Yuna Kim’s extraordinary talent.

48 The hat protects the head and forehead from freezing winds.

49 I’ve always enjoyed violent exercise, so I don’t foresee any problems.

50 The biggest problem is the employees’ inability to deal with foreign clients.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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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 자주, 독립심

02  
(진술 등이) 일관성 없는,
부합하지 않는

03  정해지지 않은, 고르지 못한

04  불법(위법)의

05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

06  내부의

07  국제적인

08  
상호작용하다,
서로 영향을 주다

09  중재하다, 개입하다, 끼어들다

10  통역사

11  기능 불량

12  영양실조

13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 이끄는

14  
잘못 놓아두다,
제자리에 두지 않다

15  
실수하다, 잘못 쓰다,
오인하다, 실수

16  아주 많은 수, 다수

17  곱하다, 증가시키다, 증식하다

18  장애물

19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20  발생하다, 일어나다

21  모욕적인, 불쾌한

22  발생, 발발

23  결과, 성과

24  전망, 경치, 견해, 시야, 태도

25  
우수한, 눈에 띄는,
현저한

26  
머리 위의, 
하늘 높이

27  겹치다, 중복되다

28  넘쳐흐르다, 범람하다

29  추월하다, 따라잡다

30  압도적인

31  지각적인, 지각의, 지각력의

32  끈질긴, 고집 센, 지속적인

33  영구적인, 정규직의

34  (편지의) 추신, (책 등의) 후기

35  이후에, ~뒤의, 뒤쪽에 있는

36  미루다, 연기하다

37  시사회

38  편견

39  예측하다, 예상하다

40  제안하다, 의도하다, 청혼하다

41  진전, 진보

42  진행하다, 나아가다

43  강화하다, 보강하다

44  개혁, 교화

45  저항하다, 반항하다, 견디다

46  잠재의식적인

47  
물속에 잠기게 하다,
(감정 등을) 숨기다

48  교외 지역

49  표면, 지면, 수면

50  ~을 능가하다,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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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dependence

02  inconsistent

03  irregular

04  illegal

05  introvert

06  internal

07  international

08  interact

09  intervene

10  interpreter

11  malfunction

12  malnutrition

13  misleading

14  misplace

15  mistake

16  multitude

17  multiply

18  obstacle

19  oppose

20  occur

21  offensive

22  outbreak

23  outcome

24  outlook

25  outstanding

26  overhead

27  overlap

28  overflow

29  overtake

30  overwhelming

31  perceptual

32  persistent

33  permanent

34  postscript

35  posterior

36  postpone

37  preview

38  prejudice

39  predict

40  propose

41  progress

42  proceed

43  reinforce

44  reform

45  resist

46  subconscious

47  submerge

48  suburb

49  surface

50  surpass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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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he colony declared independence.

02 His statements are inconsistent with the facts.

03 He eats and sleeps at irregular times.

04 I got a ticket for illegal parking yesterday.

05 He doesn’t have many friends because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06 Excess belly fat puts stress on the body’s internal organs.

07 I have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08 A good teacher always tries to interact with the class.

09 He intervened in the argument between his two sons.

10 I have been working as an interpreter for 10 years.

11 His old computer is malfunctioning, but he cannot find what the cause is yet.

12 Malnutrition was common in Korea in wartime.

13 This report is incorrect and misleading.

14 I think I misplaced my book somewhere in the classroom.

15 He will be blamed for his mistake.

16 I have a multitude of shoes.

17 Multiply four by two and the result is eight.

18 She had to surmount many obstacles in order to succeed.

19 We opposed the building of a new road through the park.

20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occurs.

21 His behavior is offensive to many people.

22 The MERS outbreak is negatively affecting the economy.

23 The candidate was disappointed a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24 There is a much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Korean economy.

25 He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ainters of our time.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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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he woman is checking an overhead projector.

27 I can’t listen to your class because it overlaps with another one.

28 The heavy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29 I was so frustrated because there was no opportunity to overtake.

30 The popularity of that book was overwhelm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31 They argued that infants possess well-developed perceptual skills.

32 They’re persistent in negotiating for the contract.

33 Dorothy is looking for a permanent job.

34 Did you know that P.S. stands for postscript

35 Posterior to the year 2002, Korea attracted a lot of tourists.

36 Don’t postpone until tomorrow what you should do now.

37 The preview for the movie was held in Seoul on July 5.

38 A subjective judgment can lead to prejudice.

39 The weather forecast predicted sunshine for tomorrow.

40 The schedule I would like to propose is as shown below. 

41 The progress of science has changed the world.

42 I will proceed with legal action.

43 I intend to reinforce that position.

44 The forces of reaction made reform difficult.

45 This drug will help your body resist infection.

46 He has a subconscious fear of water.

47 She submerged her hands in the sink to find her lost ring.

48 She moved to the suburbs, so she needs to buy a car. 

49 You are looking only at the surface of this situation.

50 She practiced so hard and soon surpassed the world record.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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