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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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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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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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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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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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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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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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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접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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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