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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 CUM LAUDE - ENGLISH

상위권 선호도 1위 브랜드 수능 단어 워크북!

하루 50 단어 40일 완성 !

별책부록 및 부가서비스

<미니 단어장>, <학습 MP3 파일>, 나만의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수능 다빈출

2,000 단어

암기를 위한

3단계 반복 TEST



왜? 수능 2000 WORD MANUAL인가?

절대평가 수능영어에 최적화된 영단어장!

역대 시험에서 빈출되었던 영단어는 앞으로의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

우 높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영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

해서는 빈출 영단어부터 우선 암기해야 합니다. 
<수능 2000 WORD MANUAL>은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수능시험

과 평가원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단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빈출

도가 가장 높은 2,000 단어를 선별 수록하였고, 암기한 단어를 주기적·반복적

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3단계 TEST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능영어를 처음 접하

는 학생, 수능영어 기본기가 약한 학생, 수능영어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 모두에

게 <수능 2000 WORD MANUAL>은 최고의 수능영어 대비서가 될 것입니다.

출제 횟수는 어떻게 나왔는가?

총 244회 출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12회 출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39회 출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87회 출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106회 출제

파생어로 선정!!

파생어로 선정!!

표제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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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예문 해석] 0951 그들은 고래잡이가 그들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0952 흥분한 관중은 크게 박수를 쳤다.  0953 나는 근무 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0954 과일 주스는 당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크푸드로 분류되지 않는다.  0955 아이들은 그녀를 몹시 따르며 그녀에게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  0956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0957 그는 원자 폭탄을 만들 때에 Oppenheimer와 공동으로 일했다.  0958 그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0955	cling 동 		달라붙다,	매달리다	 18회

[klíŋ] The children love her and just cling to her.

0956	clutch 동 		꽉	잡다,	붙들다	 명 		(꽉)	붙잡음 17회

[klʌʧ́]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a straw.

0957	collaborate 동 		협력하다	 25회

[kəlǽbərèit] He collaborated with Oppenheimer on the atomic bomb.
 collaboration  명  협동, 합작

0958	collapse 동 		무너지다	 명 		붕괴,	파탄 23회

[kəlǽps] He collapsed with exhaustion.

0954	classify 동 		분류하다 25회

[klǽsəfài] Fruit juices are not classified as junk food despite being high in sugar.
 classification  명  분류

0951	claim 동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 		요구,	권리

혼동어
crane
명  크레인, 학

56회

[kléim] They claim that whaling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culture.  대수능

0953	clarify 동 		분명하게	하다

철
자
주
의

25회

[klǽrəfài]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is considered professional attire.
 clarification  명  설명, 해명

0952	clap 동 		박수치다,	찰싹	때리다	 19회

[klǽp] The excited crowd clapped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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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768 그들은 그들의 검소함과 진취적 정신 때문에 당연한 칭찬을 받았다.  0769 별로 좋지 않아요. 목이 아픕니다.  0770 그녀는 매우 어린 아이였을 때 왕위에 올
랐다.  0771 번개가 번쩍했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0772 조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항구에 밀려오고 나간다.  0773 굵은 목재들이 위층을 지탱하고 있었
다.  0774 주석은 은처럼 빛나지만 은보다 부드럽고 값도 더 싸다.  0775 여보, 고장난 변기 좀 고칠 수 있겠어요?  0776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예문 해석] 0777 고추를 먹었더니 혀가 얼얼하다.  0778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0779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0780 오, 충치가 하나 있었습니까?  
0781 왼쪽 난의 합계에 오른쪽 난의 합계를 더하시오.  0782 이러한 선택들은 ‘거래’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0783 네 가족의 전통을 지
켜라.  0784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시티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0785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0769	throat 명 		목구멍

철
자
주
의

11회

[θróut] Not very well. My throat hurts.  대수능

 full to the throat 목구멍까지 차도록, 배불리

0768	thrift 명 		검약,	검소	 24회

[θríft] They were rightly praised for their thrift and enterprise.
 thrifty  형  절약하는, 검소한

0770	throne 명 		왕위,	왕좌 17회

[θróun] She came to the throne when she was a very small child.  대수능

0771	thunder 명 		천둥,	벼락	 18회

[θʌńdər] The lightning flashed and the thunder filled the air.
 thunderstorm  명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

0772	tide 명 		조수,	세월			

혼동어
tidy
형  깔끔한

15회

[táid] The tides wash in and out of harbors twice a day, following the pull of 
the sun and the moon.  대수능

 tidal  형  조수의

0773	timber 명 		목재 19회

[tímbər] Heavy timbers supported the floor above.

0774	tin 명 		[금속]	주석,	양철		

혼동어
tan
형  햇볕에 타다

18회

[tín] Tin shines like silver but is softer and cheaper.

0779	tool 명 		도구,	연장 66회

[túːl] An axe is a tool used to cut down trees.

0775	toilet 명 		화장실 11회

[tɔílit] Honey, can you fix the broken toilet bowl?

0778	toll 명 		사용료,	통행료	

철
자
주
의

25회

[tóul] The tolls are remaining stable.

0776	tomb 명 		무덤 12회

[túːm] The Pyramids were built as tombs of the kings of ancient Egypt.
 tombstone  명  묘석, 묘비

0777	tongue 명 		혀 19회

[tʌŋ́] My tongue burns with red peppers.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0780	tooth 명 		치아 23회

[túːθ] Oh, did you have a decayed tooth?
 toothpick  명  이쑤시개

0781	total 명 		합계 28회

[tóutl] Add the total of the right column to that of the left.
 totalize  동  합계하다 totally  부  완전히, 모두

0783	tradition 명 		전통 38회

[trədíʃən] Keep your family tradition.
 traditional  형  전통적인, 관습적인

0782	tradeoff 명 		교환,	거래	 80회

[tréidɔ̀ː f] These choices involve “tradeoffs” and necessitate an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those tradeoffs.  대수능

 trade  명  장사, 무역, 거래 trader  명  상인, 무역업자

0784	tragedy 명 		비극,	참사 23회

[trǽdʒədi] On September 19, 1985, there was a terrible tragedy in Mexico City.
 tragic  형  비극의, 비극적인 대수능

0785	trait 명 		특성,	특징 44회

[tréit] It is a human trait to try to define the things we find in the world.  대수능

수능 2000  WORD MANUAL148 149PART  I  명사

구성과특징

➊  40일 학습 구성

  시험에 이미 출제 되었고, 다시 나올 가능성

이 높은 단어 2,000개를 4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➋ 품사별 단어 분류

  품사별로 단어를 분류해 영어단어를 학습하

면서 동시에 영문법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습

니다.

➌ 사전식 단어 배열

  사전식으로 단어를 배열하고, 철자가 유사하

여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은 함께 묶어 ‘철자

주의’ 표시를 하거나 ‘혼동어’ 표시를 하여 함

께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➍ 출제 횟수 표시

  94년 수능시험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수능, 

평가원, 교육청 시험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정확한 출제 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학생들은 다빈출 단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➎ 표제어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 중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시간 및 노

력 대비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➏ 표제어의 뜻

  실제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이고 정확

한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문 해석] 0951 그들은 고래잡이가 그들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0952 흥분한 관중은 크게 박수를 쳤다.  0953 나는 근무 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0954 과일 주스는 당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크푸드로 분류되지 않는다.  0955 아이들은 그녀를 몹시 따르며 그녀에게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  0956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0957 그는 원자 폭탄을 만들 때에 Oppenheimer와 공동으로 일했다.  0958 그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0955	cling 동 		달라붙다,	매달리다	 18회

[klíŋ] The children love her and just cling to her.

0956	clutch 동 		꽉	잡다,	붙들다	 명 		(꽉)	붙잡음 17회

[klʌʧ́]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a straw.

0957	collaborate 동 		협력하다	 25회

[kəlǽbərèit] He collaborated with Oppenheimer on the atomic bomb.
 collaboration  명  협동, 합작

0958	collapse 동 		무너지다	 명 		붕괴,	파탄 23회

[kəlǽps] He collapsed with exhaustion.

0954	classify 동 		분류하다 25회

[klǽsəfài] Fruit juices are not classified as junk food despite being high in sugar.
 classification  명  분류

0951	claim 동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 		요구,	권리

혼동어
crane
명  크레인, 학

56회

[kléim] They claim that whaling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culture.  대수능

0953	clarify 동 		분명하게	하다

철
자
주
의

25회

[klǽrəfài]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is considered professional attire.
 clarification  명  설명, 해명

0952	clap 동 		박수치다,	찰싹	때리다	 19회

[klǽp] The excited crowd clapped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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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768 그들은 그들의 검소함과 진취적 정신 때문에 당연한 칭찬을 받았다.  0769 별로 좋지 않아요. 목이 아픕니다.  0770 그녀는 매우 어린 아이였을 때 왕위에 올
랐다.  0771 번개가 번쩍했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0772 조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항구에 밀려오고 나간다.  0773 굵은 목재들이 위층을 지탱하고 있었
다.  0774 주석은 은처럼 빛나지만 은보다 부드럽고 값도 더 싸다.  0775 여보, 고장난 변기 좀 고칠 수 있겠어요?  0776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예문 해석] 0777 고추를 먹었더니 혀가 얼얼하다.  0778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0779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0780 오, 충치가 하나 있었습니까?  
0781 왼쪽 난의 합계에 오른쪽 난의 합계를 더하시오.  0782 이러한 선택들은 ‘거래’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0783 네 가족의 전통을 지
켜라.  0784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시티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0785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0769	throat 명 		목구멍

철
자
주
의

11회

[θróut] Not very well. My throat hurts.  대수능

 full to the throat 목구멍까지 차도록, 배불리

0768	thrift 명 		검약,	검소	 24회

[θríft] They were rightly praised for their thrift and enterprise.
 thrifty  형  절약하는, 검소한

0770	throne 명 		왕위,	왕좌 17회

[θróun] She came to the throne when she was a very small child.  대수능

0771	thunder 명 		천둥,	벼락	 18회

[θʌńdər] The lightning flashed and the thunder filled the air.
 thunderstorm  명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

0772	tide 명 		조수,	세월			

혼동어
tidy
형  깔끔한

15회

[táid] The tides wash in and out of harbors twice a day, following the pull of 
the sun and the moon.  대수능

 tidal  형  조수의

0773	timber 명 		목재 19회

[tímbər] Heavy timbers supported the floor above.

0774	tin 명 		[금속]	주석,	양철		

혼동어
tan
형  햇볕에 타다

18회

[tín] Tin shines like silver but is softer and cheaper.

0779	tool 명 		도구,	연장 66회

[túːl] An axe is a tool used to cut down trees.

0775	toilet 명 		화장실 11회

[tɔílit] Honey, can you fix the broken toilet bowl?

0778	toll 명 		사용료,	통행료	

철
자
주
의

25회

[tóul] The tolls are remaining stable.

0776	tomb 명 		무덤 12회

[túːm] The Pyramids were built as tombs of the kings of ancient Egypt.
 tombstone  명  묘석, 묘비

0777	tongue 명 		혀 19회

[tʌŋ́] My tongue burns with red peppers.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0780	tooth 명 		치아 23회

[túːθ] Oh, did you have a decayed tooth?
 toothpick  명  이쑤시개

0781	total 명 		합계 28회

[tóutl] Add the total of the right column to that of the left.
 totalize  동  합계하다 totally  부  완전히, 모두

0783	tradition 명 		전통 38회

[trədíʃən] Keep your family tradition.
 traditional  형  전통적인, 관습적인

0782	tradeoff 명 		교환,	거래	 80회

[tréidɔ̀ː f] These choices involve “tradeoffs” and necessitate an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those tradeoffs.  대수능

 trade  명  장사, 무역, 거래 trader  명  상인, 무역업자

0784	tragedy 명 		비극,	참사 23회

[trǽdʒədi] On September 19, 1985, there was a terrible tragedy in Mexico City.
 tragic  형  비극의, 비극적인 대수능

0785	trait 명 		특성,	특징 44회

[tréit] It is a human trait to try to define the things we find in the world.  대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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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

명사

[예문 해석] 0768 그들은 그들의 검소함과 진취적 정신 때문에 당연한 칭찬을 받았다.  0769 별로 좋지 않아요. 목이 아픕니다.  0770 그녀는 매우 어린 아이였을 때 왕위에 올
랐다.  0771 번개가 번쩍했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0772 조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항구에 밀려오고 나간다.  0773 굵은 목재들이 위층을 지탱하고 있었
다.  0774 주석은 은처럼 빛나지만 은보다 부드럽고 값도 더 싸다.  0775 여보, 고장난 변기 좀 고칠 수 있겠어요?  0776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예문 해석] 0777 고추를 먹었더니 혀가 얼얼하다.  0778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0779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0780 오, 충치가 하나 있었습니까?  
0781 왼쪽 난의 합계에 오른쪽 난의 합계를 더하시오.  0782 이러한 선택들은 ‘거래’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0783 네 가족의 전통을 지
켜라.  0784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시티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0785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0769	throat 명 		목구멍

철
자
주
의

11회

[θróut] Not very well. My throat hurts.  대수능

 full to the throat 목구멍까지 차도록, 배불리

0768	thrift 명 		검약,	검소	 24회

[θríft] They were rightly praised for their thrift and enterprise.
 thrifty  형  절약하는, 검소한

0770	throne 명 		왕위,	왕좌 17회

[θróun] She came to the throne when she was a very small child.  대수능

0771	thunder 명 		천둥,	벼락	 18회

[θʌńdər] The lightning flashed and the thunder filled the air.
 thunderstorm  명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

0772	tide 명 		조수,	세월			

혼동어
tidy
형  깔끔한

15회

[táid] The tides wash in and out of harbors twice a day, following the pull of 
the sun and the moon.  대수능

 tidal  형  조수의

0773	timber 명 		목재 19회

[tímbər] Heavy timbers supported the floor above.

0774	tin 명 		[금속]	주석,	양철		

혼동어
tan
형  햇볕에 타다

18회

[tín] Tin shines like silver but is softer and cheaper.

0779	tool 명 		도구,	연장 66회

[túːl] An axe is a tool used to cut down trees.

0775	toilet 명 		화장실 11회

[tɔílit] Honey, can you fix the broken toilet bowl?

0778	toll 명 		사용료,	통행료	

철
자
주
의

25회

[tóul] The tolls are remaining stable.

0776	tomb 명 		무덤 12회

[túːm] The Pyramids were built as tombs of the kings of ancient Egypt.
 tombstone  명  묘석, 묘비

0777	tongue 명 		혀 19회

[tʌŋ́] My tongue burns with red peppers.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0780	tooth 명 		치아 23회

[túːθ] Oh, did you have a decayed tooth?
 toothpick  명  이쑤시개

0781	total 명 		합계 28회

[tóutl] Add the total of the right column to that of the left.
 totalize  동  합계하다 totally  부  완전히, 모두

0783	tradition 명 		전통 38회

[trədíʃən] Keep your family tradition.
 traditional  형  전통적인, 관습적인

0782	tradeoff 명 		교환,	거래	 80회

[tréidɔ̀ː f] These choices involve “tradeoffs” and necessitate an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those tradeoffs.  대수능

 trade  명  장사, 무역, 거래 trader  명  상인, 무역업자

0784	tragedy 명 		비극,	참사 23회

[trǽdʒədi] On September 19, 1985, there was a terrible tragedy in Mexico City.
 tragic  형  비극의, 비극적인 대수능

0785	trait 명 		특성,	특징 44회

[tréit] It is a human trait to try to define the things we find in the world.  대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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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768 그들은 그들의 검소함과 진취적 정신 때문에 당연한 칭찬을 받았다.  0769 별로 좋지 않아요. 목이 아픕니다.  0770 그녀는 매우 어린 아이였을 때 왕위에 올
랐다.  0771 번개가 번쩍했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0772 조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항구에 밀려오고 나간다.  0773 굵은 목재들이 위층을 지탱하고 있었
다.  0774 주석은 은처럼 빛나지만 은보다 부드럽고 값도 더 싸다.  0775 여보, 고장난 변기 좀 고칠 수 있겠어요?  0776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예문 해석] 0777 고추를 먹었더니 혀가 얼얼하다.  0778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0779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0780 오, 충치가 하나 있었습니까?  
0781 왼쪽 난의 합계에 오른쪽 난의 합계를 더하시오.  0782 이러한 선택들은 ‘거래’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0783 네 가족의 전통을 지
켜라.  0784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시티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0785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0769	throat 명 		목구멍

철
자
주
의

11회

[θróut] Not very well. My throat hurts.  대수능

 full to the throat 목구멍까지 차도록, 배불리

0768	thrift 명 		검약,	검소	 24회

[θríft] They were rightly praised for their thrift and enterprise.
 thrifty  형  절약하는, 검소한

0770	throne 명 		왕위,	왕좌 17회

[θróun] She came to the throne when she was a very small child.  대수능

0771	thunder 명 		천둥,	벼락	 18회

[θʌńdər] The lightning flashed and the thunder filled the air.
 thunderstorm  명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

0772	tide 명 		조수,	세월			

혼동어
tidy
형  깔끔한

15회

[táid] The tides wash in and out of harbors twice a day, following the pull of 
the sun and the moon.  대수능

 tidal  형  조수의

0773	timber 명 		목재 19회

[tímbər] Heavy timbers supported the floor above.

0774	tin 명 		[금속]	주석,	양철		

혼동어
tan
형  햇볕에 타다

18회

[tín] Tin shines like silver but is softer and cheaper.

0779	tool 명 		도구,	연장 66회

[túːl] An axe is a tool used to cut down trees.

0775	toilet 명 		화장실 11회

[tɔílit] Honey, can you fix the broken toilet bowl?

0778	toll 명 		사용료,	통행료	

철
자
주
의

25회

[tóul] The tolls are remaining stable.

0776	tomb 명 		무덤 12회

[túːm] The Pyramids were built as tombs of the kings of ancient Egypt.
 tombstone  명  묘석, 묘비

0777	tongue 명 		혀 19회

[tʌŋ́] My tongue burns with red peppers.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0780	tooth 명 		치아 23회

[túːθ] Oh, did you have a decayed tooth?
 toothpick  명  이쑤시개

0781	total 명 		합계 28회

[tóutl] Add the total of the right column to that of the left.
 totalize  동  합계하다 totally  부  완전히, 모두

0783	tradition 명 		전통 38회

[trədíʃən] Keep your family tradition.
 traditional  형  전통적인, 관습적인

0782	tradeoff 명 		교환,	거래	 80회

[tréidɔ̀ː f] These choices involve “tradeoffs” and necessitate an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those tradeoffs.  대수능

 trade  명  장사, 무역, 거래 trader  명  상인, 무역업자

0784	tragedy 명 		비극,	참사 23회

[trǽdʒədi] On September 19, 1985, there was a terrible tragedy in Mexico City.
 tragic  형  비극의, 비극적인 대수능

0785	trait 명 		특성,	특징 44회

[tréit] It is a human trait to try to define the things we find in the world.  대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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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951 그들은 고래잡이가 그들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0952 흥분한 관중은 크게 박수를 쳤다.  0953 나는 근무 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0954 과일 주스는 당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크푸드로 분류되지 않는다.  0955 아이들은 그녀를 몹시 따르며 그녀에게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  0956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0957 그는 원자 폭탄을 만들 때에 Oppenheimer와 공동으로 일했다.  0958 그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0955	cling 동 		달라붙다,	매달리다	 18회

[klíŋ] The children love her and just cling to her.

0956	clutch 동 		꽉	잡다,	붙들다	 명 		(꽉)	붙잡음 17회

[klʌʧ́]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a straw.

0957	collaborate 동 		협력하다	 25회

[kəlǽbərèit] He collaborated with Oppenheimer on the atomic bomb.
 collaboration  명  협동, 합작

0958	collapse 동 		무너지다	 명 		붕괴,	파탄 23회

[kəlǽps] He collapsed with exhaustion.

0954	classify 동 		분류하다 25회

[klǽsəfài] Fruit juices are not classified as junk food despite being high in sugar.
 classification  명  분류

0951	claim 동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 		요구,	권리

혼동어
crane
명  크레인, 학

56회

[kléim] They claim that whaling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culture.  대수능

0953	clarify 동 		분명하게	하다

철
자
주
의

25회

[klǽrəfài]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is considered professional attire.
 clarification  명  설명, 해명

0952	clap 동 		박수치다,	찰싹	때리다	 19회

[klǽp] The excited crowd clapped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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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예문

  해당 표제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문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 예문을 적극 반영하여 각 단어의 

출제 경향 및 실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➑ 관련 어휘 및 숙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주요 표현을 

제공하여 확장성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주요 표현

➒ 암기 TIP

  표제어의 어원 분석, 관련 어휘와의 비교 분

석, 뉘앙스 등 암기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제

시하였습니다.

➓ 표제어 이외의 주요 어휘

  출제 가능성이 큰 고난도 단어들을 정리하여 

예상치 못한 단어의 돌발 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해석

  예문과 한글 해석을 따로 제시하여 표제어의 

쓰임을 확인하고,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자연

스럽게 추론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DAY

16

명사

[예문 해석] 0751 그곳에서 그는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개발했다.  0752 두 번째 목표는 목표일에 달성되었다.  0753 그는 수입 관세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
다.  0754 그 약은 쓴맛이 난다.  0755 눈물과 웃음이 있었다.  0756 1601년에 갈릴레오는 그의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다가 그를 놀라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0757 나는 훨씬 더 어렸을 때에는 화를 내곤 했다.  0758 기온이 급강하했다.

[예문 해석] 0759 아파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액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0760 집주인 
여자는 임대 조건을 변경했다.  0761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0762 그 지역은 경작에 알맞은 지역에서 사막으로 빠르게 변했다.  0763 그 비행기
는 타국의 영역을 침범했다.  0764 그는 Tom을 절도죄로 고발했다.  0765 나는 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 보였다.  0766 운동하다 다친 데 마사지 요법을 권장하십니까?  
0767 경찰이 도둑에게 달려들어 그를 내동댕이쳤다.

0751	talent	 명 		(타고난)	재주,	재능		 51회

[tǽlənt] There he developed his talent for mathematics.  대수능

 talented  형  재능 있는

0753	tariff	 명 		관세(제도)	 18회

[tǽrif] He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n expert on import tariffs.

0754	taste	 명 		미각,	맛,	취향 145회

[téist] The medicine has a bitter taste.
 tasteful  형  멋있는, 고상한 tasty  형  맛있는

0755	tear 명 		눈물	 동 		찢다	 48회

[tíər] There were tears and laughter.

0758	temperature 명 		온도,	기온

혼동어
temperate
형  온화한, 절제하는

94회

[témpərəʧər] The temperature dropped suddenly. 

0759	tenant 명 		(가옥·건물	등의)	세입자		

혼동어
talent
명  재주, 재능

20회

[ténənt] It is wrong to ask the tenants to pay a large increase when nothing has 
been done to improve the condition of the apartments.  대수능

0756	telescope 명 		망원경	 15회

[téləskòup] In 1601, Galileo looked through his telescope at the sun and saw 
something that surprised him.  대수능

 telescopic  형  망원경의

0757	temper 명 		화,	기질 20회

[témpər] I used to lose my temper when I was much younger.  대수능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0752	target	 명 		목표,	표적 35회

[táːrgit] The second goal was reached by the target date.  대수능

0760	term 명 		용어,	기간,	학기,	조건 122회

[tə́ː rm] The landlady has modified the terms of lease.
 in terms of ~에 관하여

0761	terminal 명 		종착역,	터미널 25회

[tə́ː rmənl] Work has started on the construction of a container terminal.  대수능

 termination  명  종결, 결말 terminate  동  끝나다

0762	terrain 명 		지역,	지형 18회

[təréin] The terrain changed quickly from arable land to desert.

0763	territory 명 		영토,	지역 20회

[térətɔ̀ː ri] The plane has violated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territorial  형  영토의, 지역적인

0764	theft 명 		도둑질

혼동어
thrift
명  검약, 검소

18회

[θéft] He accused Tom of theft.

0765	theory 명 		이론,	학설	 75회

[θíːəri] I demonstrated my new theory.
 theorist  명  이론가 theoretical  형  이론(상)의, 이론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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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6	therapy 명 		치료,	요법	 20회

[θérəpi] Do you recommend massage therapy for sports injuries? 
 therapist  명  치료 전문가

0767	thief 명 		도둑,	절도범 23회

[θiːf] The policeman tackled the thief and threw him.

thief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몰래 훔치는 도둑이며, robber는 은행이나 가게 등에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폭력성이 강한 강도이다. burglar는 남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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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5	constitute 동 		구성하다

혼동어
substitute
동  대용하다

14회

[kánstətjùːt] There is considerable speculation as to whether these sounds constitute 
a language.  대수능

 constitution  명  구성, 조직, 헌법 constituent  명  (구성) 요소, 성분

0996	construct 동 		건설하다 63회

[kənstrʌḱt] Special buildings were constructed to allow ropemakers to work all year 
round.  대수능

 construction  명  건설 constructive  형  건설적인

0997	consult 동 		상담하다	 23회

[kənsʌĺt] If cough lasts more than a week, consult your doctor.  대수능

 consultant  명  상담자, 고문 consultation  명  상담, 진찰

0998	consume 동 		소비하다

혼동어
presume
동  추정하다

106회

[kənsúːm] Most of the wood consumed in the Third World is used as fuel.  대수능

 consumer  명  소비자 consumption  명  소비

0999	contain 동 		담고	있다,	내포하다 96회

[kəntéin] Meat can supply protein and iron, but contains little calcium.
 container  명  용기, 그릇,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1000	contaminate 동 		오염시키다	 17회

[kəntǽmənèit] Much of the coast has been contaminated by nuclear waste.
 contamination  명  오염

[예문 해석] 0995 이러한 소리들이 언어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 무시하지 못할 추측이 있다.  0996 밧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 년 내내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건물이 건설되
었다.  0997 기침이 1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0998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대부분이 연료로 사용된다.  0999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칼슘은 거의 없다.  1000 해안의 많은 지역이 핵 폐기물로 오염되었다.

표제어 이외의 주요 어휘

clamp	 동 	고정시키다	 명 	죔쇠

clash	 동 	충돌하다	 명 	충돌

clench	 동 	이를	악물다,	꽉	쥐다

climb	 동 	오르다	 명 	등반

clog	 동 	막다	 명 	방해물

commence	 동 	시작하다,	개시하다

commend	 동 	칭찬하다,	추천하다

compute	 동 	계산하다

concede	 동 	인정하다,	양보하다

condense	 동 	응축시키다,	요약하다

condone	 동 	용서하다

constrain	 동 	억제하다,	강요하다

constrict	 동 	압축하다,	수축시키다

construe	 동 	해석하다,	추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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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751 그곳에서 그는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개발했다.  0752 두 번째 목표는 목표일에 달성되었다.  0753 그는 수입 관세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
다.  0754 그 약은 쓴맛이 난다.  0755 눈물과 웃음이 있었다.  0756 1601년에 갈릴레오는 그의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다가 그를 놀라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0757 나는 훨씬 더 어렸을 때에는 화를 내곤 했다.  0758 기온이 급강하했다.

[예문 해석] 0759 아파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액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0760 집주인 
여자는 임대 조건을 변경했다.  0761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0762 그 지역은 경작에 알맞은 지역에서 사막으로 빠르게 변했다.  0763 그 비행기
는 타국의 영역을 침범했다.  0764 그는 Tom을 절도죄로 고발했다.  0765 나는 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 보였다.  0766 운동하다 다친 데 마사지 요법을 권장하십니까?  
0767 경찰이 도둑에게 달려들어 그를 내동댕이쳤다.

0751	talent	 명 		(타고난)	재주,	재능		 51회

[tǽlənt] There he developed his talent for mathematics.  대수능

 talented  형  재능 있는

0753	tariff	 명 		관세(제도)	 18회

[tǽrif] He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n expert on import tariffs.

0754	taste	 명 		미각,	맛,	취향 145회

[téist] The medicine has a bitter taste.
 tasteful  형  멋있는, 고상한 tasty  형  맛있는

0755	tear 명 		눈물	 동 		찢다	 48회

[tíər] There were tears and laughter.

0758	temperature 명 		온도,	기온

혼동어
temperate
형  온화한, 절제하는

94회

[témpərəʧər] The temperature dropped suddenly. 

0759	tenant 명 		(가옥·건물	등의)	세입자		

혼동어
talent
명  재주, 재능

20회

[ténənt] It is wrong to ask the tenants to pay a large increase when nothing has 
been done to improve the condition of the apartments.  대수능

0756	telescope 명 		망원경	 15회

[téləskòup] In 1601, Galileo looked through his telescope at the sun and saw 
something that surprised him.  대수능

 telescopic  형  망원경의

0757	temper 명 		화,	기질 20회

[témpər] I used to lose my temper when I was much younger.  대수능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0752	target	 명 		목표,	표적 35회

[táːrgit] The second goal was reached by the target date.  대수능

0760	term 명 		용어,	기간,	학기,	조건 122회

[tə́ː rm] The landlady has modified the terms of lease.
 in terms of ~에 관하여

0761	terminal 명 		종착역,	터미널 25회

[tə́ː rmənl] Work has started on the construction of a container terminal.  대수능

 termination  명  종결, 결말 terminate  동  끝나다

0762	terrain 명 		지역,	지형 18회

[təréin] The terrain changed quickly from arable land to desert.

0763	territory 명 		영토,	지역 20회

[térətɔ̀ː ri] The plane has violated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territorial  형  영토의, 지역적인

0764	theft 명 		도둑질

혼동어
thrift
명  검약, 검소

18회

[θéft] He accused Tom of theft.

0765	theory 명 		이론,	학설	 75회

[θíːəri] I demonstrated my new theory.
 theorist  명  이론가 theoretical  형  이론(상)의, 이론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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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6	therapy 명 		치료,	요법	 20회

[θérəpi] Do you recommend massage therapy for sports injuries? 
 therapist  명  치료 전문가

0767	thief 명 		도둑,	절도범 23회

[θiːf] The policeman tackled the thief and threw him.

thief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몰래 훔치는 도둑이며, robber는 은행이나 가게 등에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폭력성이 강한 강도이다. burglar는 남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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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751 그곳에서 그는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개발했다.  0752 두 번째 목표는 목표일에 달성되었다.  0753 그는 수입 관세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
다.  0754 그 약은 쓴맛이 난다.  0755 눈물과 웃음이 있었다.  0756 1601년에 갈릴레오는 그의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다가 그를 놀라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0757 나는 훨씬 더 어렸을 때에는 화를 내곤 했다.  0758 기온이 급강하했다.

[예문 해석] 0759 아파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액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0760 집주인 
여자는 임대 조건을 변경했다.  0761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0762 그 지역은 경작에 알맞은 지역에서 사막으로 빠르게 변했다.  0763 그 비행기
는 타국의 영역을 침범했다.  0764 그는 Tom을 절도죄로 고발했다.  0765 나는 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 보였다.  0766 운동하다 다친 데 마사지 요법을 권장하십니까?  
0767 경찰이 도둑에게 달려들어 그를 내동댕이쳤다.

0751	talent	 명 		(타고난)	재주,	재능		 51회

[tǽlənt] There he developed his talent for mathematics.  대수능

 talented  형  재능 있는

0753	tariff	 명 		관세(제도)	 18회

[tǽrif] He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n expert on import tariffs.

0754	taste	 명 		미각,	맛,	취향 145회

[téist] The medicine has a bitter taste.
 tasteful  형  멋있는, 고상한 tasty  형  맛있는

0755	tear 명 		눈물	 동 		찢다	 48회

[tíər] There were tears and laughter.

0758	temperature 명 		온도,	기온

혼동어
temperate
형  온화한, 절제하는

94회

[témpərəʧər] The temperature dropped suddenly. 

0759	tenant 명 		(가옥·건물	등의)	세입자		

혼동어
talent
명  재주, 재능

20회

[ténənt] It is wrong to ask the tenants to pay a large increase when nothing has 
been done to improve the condition of the apartments.  대수능

0756	telescope 명 		망원경	 15회

[téləskòup] In 1601, Galileo looked through his telescope at the sun and saw 
something that surprised him.  대수능

 telescopic  형  망원경의

0757	temper 명 		화,	기질 20회

[témpər] I used to lose my temper when I was much younger.  대수능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0752	target	 명 		목표,	표적 35회

[táːrgit] The second goal was reached by the target date.  대수능

0760	term 명 		용어,	기간,	학기,	조건 122회

[tə́ː rm] The landlady has modified the terms of lease.
 in terms of ~에 관하여

0761	terminal 명 		종착역,	터미널 25회

[tə́ː rmənl] Work has started on the construction of a container terminal.  대수능

 termination  명  종결, 결말 terminate  동  끝나다

0762	terrain 명 		지역,	지형 18회

[təréin] The terrain changed quickly from arable land to desert.

0763	territory 명 		영토,	지역 20회

[térətɔ̀ː ri] The plane has violated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territorial  형  영토의, 지역적인

0764	theft 명 		도둑질

혼동어
thrift
명  검약, 검소

18회

[θéft] He accused Tom of theft.

0765	theory 명 		이론,	학설	 75회

[θíːəri] I demonstrated my new theory.
 theorist  명  이론가 theoretical  형  이론(상)의, 이론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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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6	therapy 명 		치료,	요법	 20회

[θérəpi] Do you recommend massage therapy for sports injuries? 
 therapist  명  치료 전문가

0767	thief 명 		도둑,	절도범 23회

[θiːf] The policeman tackled the thief and threw him.

thief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몰래 훔치는 도둑이며, robber는 은행이나 가게 등에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폭력성이 강한 강도이다. burglar는 남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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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5	constitute 동 		구성하다

혼동어
substitute
동  대용하다

14회

[kánstətjùːt] There is considerable speculation as to whether these sounds constitute 
a language.  대수능

 constitution  명  구성, 조직, 헌법 constituent  명  (구성) 요소, 성분

0996	construct 동 		건설하다 63회

[kənstrʌḱt] Special buildings were constructed to allow ropemakers to work all year 
round.  대수능

 construction  명  건설 constructive  형  건설적인

0997	consult 동 		상담하다	 23회

[kənsʌĺt] If cough lasts more than a week, consult your doctor.  대수능

 consultant  명  상담자, 고문 consultation  명  상담, 진찰

0998	consume 동 		소비하다

혼동어
presume
동  추정하다

106회

[kənsúːm] Most of the wood consumed in the Third World is used as fuel.  대수능

 consumer  명  소비자 consumption  명  소비

0999	contain 동 		담고	있다,	내포하다 96회

[kəntéin] Meat can supply protein and iron, but contains little calcium.
 container  명  용기, 그릇,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1000	contaminate 동 		오염시키다	 17회

[kəntǽmənèit] Much of the coast has been contaminated by nuclear waste.
 contamination  명  오염

[예문 해석] 0995 이러한 소리들이 언어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 무시하지 못할 추측이 있다.  0996 밧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 년 내내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건물이 건설되
었다.  0997 기침이 1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0998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대부분이 연료로 사용된다.  0999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칼슘은 거의 없다.  1000 해안의 많은 지역이 핵 폐기물로 오염되었다.

표제어 이외의 주요 어휘

clamp	 동 	고정시키다	 명 	죔쇠

clash	 동 	충돌하다	 명 	충돌

clench	 동 	이를	악물다,	꽉	쥐다

climb	 동 	오르다	 명 	등반

clog	 동 	막다	 명 	방해물

commence	 동 	시작하다,	개시하다

commend	 동 	칭찬하다,	추천하다

compute	 동 	계산하다

concede	 동 	인정하다,	양보하다

condense	 동 	응축시키다,	요약하다

condone	 동 	용서하다

constrain	 동 	억제하다,	강요하다

constrict	 동 	압축하다,	수축시키다

construe	 동 	해석하다,	추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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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5	constitute 동 		구성하다

혼동어
substitute
동  대용하다

14회

[kánstətjùːt] There is considerable speculation as to whether these sounds constitute 
a language.  대수능

 constitution  명  구성, 조직, 헌법 constituent  명  (구성) 요소, 성분

0996	construct 동 		건설하다 63회

[kənstrʌḱt] Special buildings were constructed to allow ropemakers to work all year 
round.  대수능

 construction  명  건설 constructive  형  건설적인

0997	consult 동 		상담하다	 23회

[kənsʌĺt] If cough lasts more than a week, consult your doctor.  대수능

 consultant  명  상담자, 고문 consultation  명  상담, 진찰

0998	consume 동 		소비하다

혼동어
presume
동  추정하다

106회

[kənsúːm] Most of the wood consumed in the Third World is used as fuel.  대수능

 consumer  명  소비자 consumption  명  소비

0999	contain 동 		담고	있다,	내포하다 96회

[kəntéin] Meat can supply protein and iron, but contains little calcium.
 container  명  용기, 그릇,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1000	contaminate 동 		오염시키다	 17회

[kəntǽmənèit] Much of the coast has been contaminated by nuclear waste.
 contamination  명  오염

[예문 해석] 0995 이러한 소리들이 언어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 무시하지 못할 추측이 있다.  0996 밧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 년 내내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건물이 건설되
었다.  0997 기침이 1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0998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대부분이 연료로 사용된다.  0999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칼슘은 거의 없다.  1000 해안의 많은 지역이 핵 폐기물로 오염되었다.

표제어 이외의 주요 어휘

clamp	 동 	고정시키다	 명 	죔쇠

clash	 동 	충돌하다	 명 	충돌

clench	 동 	이를	악물다,	꽉	쥐다

climb	 동 	오르다	 명 	등반

clog	 동 	막다	 명 	방해물

commence	 동 	시작하다,	개시하다

commend	 동 	칭찬하다,	추천하다

compute	 동 	계산하다

concede	 동 	인정하다,	양보하다

condense	 동 	응축시키다,	요약하다

condone	 동 	용서하다

constrain	 동 	억제하다,	강요하다

constrict	 동 	압축하다,	수축시키다

construe	 동 	해석하다,	추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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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수능 필수 Daily IDIOMS

  기출된 숙어 중 꼭 알아야 하는 숙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어려운 숙어 320개를 엄선하

여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예문과 함께 제시

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한 Daily TEST

  학습한 어휘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해당 날짜의 단어 학습 성취

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위한 누적 TEST

   5일마다 2회에 걸친 누적 TEST를 통하여 그

간 암기했던 단어를 확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적 TEST를 구성하는 단

어는 해당 일자에서 빈도순으로 추출한 것이

므로 답이 되는 단어 외에 오답인 단어의 뜻

도 유추해보면서 단어를 재점검해볼 수 있습

니다.

[미니 단어장] - 별책부록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 단어장으로 각 일차의 학습 어휘

들을 언제 어디서나 예습·복습할 수 있습니다. 단어와 뜻만 

제시하여 어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출제 범위, 문제 수, 문제 유형 등을 직접 정하여 나만의 문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학습 MP3 파일] 1. 영어 표제어·한글 뜻·예문 듣기 파일

 2. 영어 표제어만 듣기 파일

 3. 한글 뜻만 듣기 파일

※ [단어시험 출제마법사]와 [학습 MP3 파일]은 홈페이지(http://www.erumenb.com) 학습자료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16DAY 암기를 위한 Daily TEST 맞은 개수                 / 50문항 

정답 | 본문 146~151P 참조S U M M A  C U M  L A U D E  V O C A B U L A R Y

16DAY 수능 필수 Daily IDIOMS

from hour to hour
순간순간, 시시각각

The weather varies from hour to hour.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gain weight
살이 찌다

You used to be thin, but you’ve gained weight. 
너는 전에는 말랐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늘었구나. 

get a haircut
머리를 깎다

The man is getting a haircut. 
남자가 머리를 깎고 있다. 

get a suntan
피부를 그을리다

They have got a suntan. 
그들은 선탠을 한다.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et back
돌아오다

They’ll get back this week. 
그들은 이번 주에 돌아올 것이다.  

get caught up in
~에 휘말려 들다, 열중하다

You get caught up in the moment. 
당신은 그 순간에 푹 빠져든다.

get in touch with
~에게 연락을 취하다

I have to get in touch with Mr. Kim right away. 
당장 김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01. (타고난) 재능  

02. target   

03. tariff   

04. 맛, 취향  

05. tear   

06. telescope   

07. temper   

08. 온도  

09. tenant   

10. 용어, 기간  

11. terminal   

12. terrain   

13. territory   

14. theft   

15. 이론  

16. therapy   

17. thief   

18. thrift   

19. 목구멍  

20. throne   

21. 천둥  

22. tide   

23. timber   

24. tin   

25. 화장실  

26. tomb   

27. 혀  

28. toll   

29. tool   

30. tooth   

31. total   

32. tradeoff   

33. 전통  

34. tragedy   

35. trait   

36. transformation   

37. 변천, 과도기  

38. transmission   

39. trash   

40. tray   

41. 대접, 치료  

42. trial   

43. tribe   

44. troop   

45. 신뢰  

46. tuition   

47. ultraviolet   

48. upset   

49. 모험적 사업  

50. viewer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뜻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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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DAY 암기를 위한 Daily TEST 맞은 개수                 /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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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DAY 수능 필수 Daily IDIOMS

from hour to hour
순간순간, 시시각각

The weather varies from hour to hour.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gain weight
살이 찌다

You used to be thin, but you’ve gained weight. 
너는 전에는 말랐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늘었구나. 

get a haircut
머리를 깎다

The man is getting a haircut. 
남자가 머리를 깎고 있다. 

get a suntan
피부를 그을리다

They have got a suntan. 
그들은 선탠을 한다.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et back
돌아오다

They’ll get back this week. 
그들은 이번 주에 돌아올 것이다.  

get caught up in
~에 휘말려 들다, 열중하다

You get caught up in the moment. 
당신은 그 순간에 푹 빠져든다.

get in touch with
~에게 연락을 취하다

I have to get in touch with Mr. Kim right away. 
당장 김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01. (타고난) 재능  

02. target   

03. tariff   

04. 맛, 취향  

05. tear   

06. telescope   

07. temper   

08. 온도  

09. tenant   

10. 용어, 기간  

11. terminal   

12. terrain   

13. territory   

14. theft   

15. 이론  

16. therapy   

17. thief   

18. thrift   

19. 목구멍  

20. throne   

21. 천둥  

22. tide   

23. timber   

24. tin   

25. 화장실  

26. tomb   

27. 혀  

28. toll   

29. tool   

30. tooth   

31. total   

32. tradeoff   

33. 전통  

34. tragedy   

35. trait   

36. transformation   

37. 변천, 과도기  

38. transmission   

39. trash   

40. tray   

41. 대접, 치료  

42. trial   

43. tribe   

44. troop   

45. 신뢰  

46. tuition   

47. ultraviolet   

48. upset   

49. 모험적 사업  

50. viewer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뜻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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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습
을

 위
한

 누
적

 TEST

07회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고르시오.

01 이론

 ① theory ② therapy

02 받아들이다

 ① accept ② abuse

03 획득하다

 ① acquire ② acquaint

04 적응시키다

 ① adhere ② adapt

05 입양하다, 채택하다

 ① adjust ② adopt

06 나아가다

 ① adore ② advance

07 광고하다

 ① advertise ② alienate

08 영향을 주다

 ① affirm ② affect

09 허락하다  

 ① allow ② allude

10 놀라게 하다

 ① amend ② amaze

21 공격하다

 ① attack ② attain

22 시도하다

 ① attempt ② astonish

23 참석하다

 ① astound ② attend

24 끌다, 매혹하다

 ① awake ② attract

25 피하다

 ① avoid ② await

26 참다, 낳다

 ① beam ② bear

27 진정시키다

 ① calm ② carve

28 확인하다

 ① cheat ② check

29 요구하다, 주장하다

 ① claim ② cherish

30 결합하다

 ① combine ② collide

11 분석하다

 ① analyze ② alternate

12 나타나다, ~처럼 보이다

 ① applaud ② appear

13 적용하다, 신청하다

 ① apply ② appoint

14 감사하다, 감상하다

 ① appreciate ② ascend

15 접근하다

 ① approach ② assemble

16 논쟁하다

 ① arouse ② argue

17 도착하다

 ① arrest ② arrive

18 돕다

 ① assert ② assist

19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① associate ② assess

20 추정하다, 떠맡다

 ① assume ② assimilate

31 (죄, 과실을) 저지르다, 맡기다

 ① commit ② commute

32 비교하다

 ① compel ② compare

33 구성하다, 작곡하다

 ① compose ② comply

34 집중하다

 ① condemn ② concentrate

35 결론짓다

 ① confess ② conclude

36 혼란시키다, 혼동하다

 ① confuse ② conquer

37 연결하다

 ① connect ② consent

38 고려하다, 간주하다

 ① console ② consider

39 이루어져 있다

 ① consist ② confront

40 건설하다

 ① consult ② 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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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습
을

 위
한

 누
적

 TEST

08회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고르시오.

01 전달

 ① transmission ② transition

02 담고 있다

 ① conform ② contain

03 버리다, 단념하다

 ① abbreviate ② abandon

04 흡수하다, 열중시키다

 ① abolish ② absorb

05 동행하다, 반주하다

 ① accompany ② abstain

06 모으다, 축적하다

 ① accumulate ② accommodate

07 인정하다  

 ① acknowledge ② accustom

08 활성화시키다

 ① activate ② accuse

09 관리하다, 집행하다

 ① aggregate ② administer

10 인정하다  

 ① admit ② afford

21 확신시키다

 ① astound ② assure

22 붙이다

 ① attach ② awe 

23 ~의 탓으로 하다

 ① attribute ② assume

24 때리다

 ① bark ② beat

25 (예절 바르게) 행동하다

 ① behave ② behold

26 불다, 바람에 날리다

 ① blow ② blur

27 빌리다

 ① borrow ② boost

28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① bother ② blush

29 제한하다  

 ① bounce ② bound

30 숨 쉬다, 호흡하다

 ① breathe ② bump

11 놀라게 하다

 ① allocate ② alarm

12 즐겁게 하다

 ① amuse ② alter

13 발표하다  

 ① animate ② announce

14 성가시게 굴다  

 ① annoy ② allot

15 예상하다  

 ① ascribe ② anticipate

16 사과하다  

 ① apologize ② assent

17 호소[간청]하다, 흥미를 끌다

 ① appoint ② appeal

18 일어나다, 발생하다

 ① arise ② afflict 

19 (미리) 정하다, 준비하다

 ① arrange ② align 

20 할당하다, 배당하다

 ① astonish ② assign

31 낳다, 기르다

 ① breed ② bring 

32 넓어지다, 확장하다

 ① browse ② broaden

33 계산하다  

 ① calculate ② captivate

34 (요금 등을) 청구하다, 고발하다

 ① chase ② charge

35 논평하다, 말하다

 ① comment ② commemorate

36 소비하다  

 ① consume ② contaminate

37 경쟁하다  

 ① compile ② compete

38 불평하다  

 ① complain ② complicate

39 보상하다  

 ① compensate ② comprehend

40 확인하다  

 ① confine ②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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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뼈

border	 경계

branch	 나뭇가지,	자회사

breakdown	 고장,	파손,	쇠약,	몰락	

breakthrough 돌파구,	새로운	발견

breeze 산들바람,	미풍	

broadcast 방송

broker 중개인,	브로커	

bud 싹,	봉오리	

budget 예산

buildup 강화,	증강,	조성

bulletin 게시(판),	고시	

bunch 다발,	송이,	일단	

bundle 묶음,	꾸러미

burden 짐,	부담	

burglar 강도,	도둑

by-product 부산물,	부작용

canal 운하,	수로	

cancer 암

candidate 후보자,	지원자

canyon 깊은〔큰〕	협곡

capability 가능성,	능력	

capacity 수용력,	용량,	능력

capital 수도,	자본,	대문자

captain 선장,	주장,	우두머리

carbohydrate 탄수화물	

carbon 탄소

care 걱정,	관심

career 경력,	이력,	직업	

carriage 탈	것,	마차,	몸가짐	

cart 수레,	카트	

carton (두꺼운	판지로	만든)	상자

category 범주,	부류,	종류

castle 성,	성곽	

cattle 소

caution 조심,	경고

cave 동굴,	굴	

cavity 구멍,	충치

celebrity 유명인사	

cell 작은	방,	세포,	감방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hallenge 도전,	곤란,	난관

chant 노래,	성가

chaos 혼돈,	무질서

character 성격,	특성,	등장인물

charm 매력

chef 주방장,	요리사	

chemistry 화학	

chill 냉기,	한기,	으스스함	

choir 합창단,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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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ifficult to say what is impossible,

for the dream of yesterday is the hope of today

and reality of tomorrow.

Robert H. God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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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 extensive ~ 1750 intense

• 누적 TEST 13회 (DAY 31-35)   ..............   318

• 누적 TEST 14회 (DAY 31-35)   ..............   320

DAY 36  ................................................   322
 1751 intent ~ 1800 obedient

DAY 37  ................................................   330
 1801 obscure ~ 1850 rapid

DAY 38  ................................................   338
 1851 rational ~ 1900 superficial

DAY 39  ................................................   346
 1901 superior ~ 1950 worth

DAY 40  ................................................   354

 1951 across ~ 2000 undoubtedly

• 누적 TEST 15회 (DAY 36-40)   ..............   362

• 누적 TEST 16회 (DAY 36-40)   ..............   364

누적 TEST 정답   .....................................   366

PARTⅢ   형용사

PARTⅣ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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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YS TO LEARN 단어 학습전략

쭉 훑어보며 모르는 단어에만 표시하기

1초 안에 뜻을 답하지 못한 단어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하루 암기 분량인 50개의 단어

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모르는 단어에는 따

로 표시해둡니다. 어설프게 아는 단어는 별 

1개, 아예 모르는 단어는 별 2개와 같이 자신

만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략 ❶

아는 단어는 예문 속에서 확인하기

아는 단어는 예문을 통해 실제 용법을 확인

하고 단어 뜻을 적용하여 해석해봅니다. 예

문 외에도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주요 표현, 혼동어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표

제어와 함께 관련 어휘도 학습합니다. 

전략 ❷

모르는 단어만 따로 집중 암기하기

모르는 단어는 최소 2회독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우선 표제어와 뜻만 중점적으로 

암기합니다. 예문 및 관련 어휘는 단어장

을 2회독할 때 학습하도록 합니다. ‘학습 

MP3’를 들으면서 단어를 익숙해질 때까지 

발음해보고, ‘미니 단어장’에도 모르는 단

어를 표시하여 수시로 보도록 합니다.

전략 ❸

단어학습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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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EP TEST 3단계 반복TEST

암기를 위한 Daily TEST 

간단한 문제를 통해 어휘를 점검하고 틀린 단어

와 헷갈리는 단어들은 표시해둡니다. 표시한 단

어는 본문에서 재학습합니다.

복습을 위한 누적 TEST

완벽하게 암기했던 단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5일마다 2회씩 제시된 누적 

TEST를 통해 단어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합니다. 

해당되는 일자의 단어만으로 테스트를 구성하였

으므로, 답이 아닌 나머지 단어 옆에도 뜻을 써보

며 단어를 익히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하루에 배운 내용을 Daily TEST로 확인하고, 5

일치 학습 내용을 누적 TEST로 점검한 후에는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프로그램으로 출제 범위ㆍ문제 수ㆍ문제 유형 

등을 직접 정하여 시험지를 구성한 후 저장ㆍ출

력할 수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반복학습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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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40일 학습 플래너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01-02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주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03-04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11 DAY 12 DAY 13 DAY 14 DAY 15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05-06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16 DAY 17 DAY 18 DAY 19 DAY 20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07-08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21 DAY 22 DAY 23 DAY 24 DAY 25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09-10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26 DAY 27 DAY 28 DAY 29 DAY 30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11-12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31 DAY 32 DAY 33 DAY 34 DAY 35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13-14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DAY 36 DAY 37 DAY 38 DAY 39 DAY 40 복습 DAY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단어 50개

 IDIOMS
 Daily TEST

 누적 TEST 15-16회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TE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2,000 단어 8주 40일 완성 플래너입니다.
본 교재와 단어시험 출제마법사를 함께 이용하여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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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핵심 어휘 2,000개
40일 완성!!

Daily  5일 누적  단어시험 출제마법사
3단계 반복 TEST를 통한 완벽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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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001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진다.  0002 여자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0003 그는 그 환자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완전
한 권한을 얻었다.  0004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들은 장비 결함 때문이다.  0005 나의 부모님은 나의 성취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0006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경제 봉쇄
를 해제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0007 당신의 계좌는 지금 지불완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0008 그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0001	abdomen	 명 		배,	복부 10회

[ǽbdəmən] The pain is in my lower abdomen.
 abdominal  형  복부의

0003	access	 명 		접근(권한)	 동 		접근하다	 68회

[ǽkses] He gained complete access to the patient’s record.
 accessible  형  접근하기 쉬운

0004	accident	 명 		사건,	사고,	우연 57회

[ǽksidənt] Most bike accidents are due to equipment failure.  대수능

 accidental  형  우연한  by accident 우연히

0005	accomplishment 명 		성취,	완성,	수행		 57회

[əkámpliʃmənt] My parents were proud of my accomplishments.  대수능

 accomplish  동  완성하다

0007	account 명 		계좌,	거래,	계정	 동 		설명하다	 77회

[əkáunt] Your account is now marked paid in full.  대수능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의 비율을 차지하다 on account of ~ 때문에

0008	action 명 		행동,	조치,	소송 10회

[ǽkʃən] The general put his idea into action.

0006	accord 명 		합의,	협정,	일치,	조화	 동 		일치시키다			 153회

[əkɔ́ː rd] Greece and Macedonia signed an accord to lift the economic blockade.
 according to ~에 따라, ~에 의하면

0002	ability	 명 		능력,	재능 160회

[əbíləti] Women tend to show better ability in using languages.  대수능

 be able to＋V ~할 수 있다

ability는 지적, 육체적 능력, capacity는 수용력, 이해력, talent는 보통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한 
선천적 능력을 말한다.  

PART I  명사
DAY 01

수능 2000  WORD MANUAL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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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1

명사

[예문 해석] 0009 선탠은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 의사들에 의해서 장려되었다.  0010 그녀는 TV를 너무 좋아한다.  0011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문어체 언어는 구어체 언어와 
다르다.  0012 뒷면은 주소 그리고 우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담도록 나누어져 있었다.  0013 나는 진정한 한글의 찬미자이다.  0014 사춘기에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
의 부모들과 논쟁할 것이다.  0015 마당 밖에서 나는 이 아름다운 아침을 즐기고 있다.  0016 제트기의 출현 이후 여행이 가속화되었다.  0017 그 젊은이는 모험을 찾고 있다.  

0009	activity 명 		활동 250회

[æktívəti] Tanning was promoted by doctors as a healthful activity.  대수능

 active  형  활동적인 activate  동  활동적으로 하다

0010	addict 명 		중독자	 동 		탐닉시키다,	몰두시키다		 121회

[ǽdikt] She is a TV addict. 
 addiction  명  중독, 탐닉 addictive  형  중독성인, 습관성인

0011	addition 명 		부가,	덧셈	

혼동어
edition
명  (간행물의) 판

120회

[ədíʃən] In addition to this difference, written language differs from spoken 
language.  대수능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 외에 또

0012	address 명 		주소,	연설	 동 		연설하다		 45회

[ǽdres] The back was divided to contain room enough for an address and a 
stamp.  대수능

 addressee  명  수신인 addresser  명  발신인

0013	admirer 명 		숭배자,	찬미자,	추종자 20회

[ædmáiərər] I’m a true admirer of Hangeul.

0014	adolescence 명 		사춘기	 16회

[ӕ̀dəlésns] In adolescence they’ll argue with their parents about anything.  대수능

 adolescent  형  사춘기의, 청소년기의

0015	advantage 명 		이점 85회

[ədvǽntidʒ] Out in the backyard I’m taking advantage of this beautiful morning.  대수능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0016	advent 명 		도래,	출현	 11회

[ǽdvent] Since the advent of jet aircraft, travel has been sped up.

0017	adventure 명 		모험,	모험담,	예사롭지	않은	사건	 23회

[ædvénʧər] The young man is looking for adventure.  대수능

PART  I  명사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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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018 최고의 조언은 한 주간의 계획을 잘 보라는 것이다.  0019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이다.  0020 몇몇 선생님들이 그 사건으로 사임해야만 했다. 
0021 증가된 부는 놀랄 만한 비만율에 이르게 하고 있다.  0022 부동산 중개인은 집들을 사고파는 것을 주선한다.  0023 너는 너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0024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0025 아마도 당신과 그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0026 농업은 세 가지 주된 방식들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0019	advocate 명 		옹호자,	변호사	 동 		옹호하다,	주장하다 13회

[ǽdvəkèit] She is an advocate for the poor.
 an advocate of peace 평화론자

0018	advice 명 		충고,	조언

품사주의
advise
동  충고하다

107회

[ædváis] Best advice: Take a good look at your weekly plan.  대수능

 adviser  명  충고자, 조언자

0020	affair 명 		일,	용건,	사건 22회

[əfԑə́r] Several teachers had to resign over the affair.

0021	affluence 명 		풍부함,	풍요,	부유함 7회

[ǽfluəns] Increased affluence is leading to an alarming rate of obesity.
 affluent  형  풍부한, 유복한

0022	agent 명 		대리인,	중개인,	첩보원,	행위자 46회

[éidʒənt] A real estate agent arranges the buying and selling of houses.  대수능

 agency  명  대행사, 대리점

0023	aggression 명 		공격(성),	침략,	침범 29회

[əgréʃən] You need to learn how to control your aggression.
 aggressive  형  침략적인, 호전적인 aggressor  명  침략자〔국〕 

0024	agony 명 		고민,	고통,	고뇌 4회

[ǽgəni]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this agony.
 agonize  동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0025	agreement 명 		동의,	일치,	협정 109회

[əgríːmənt] Perhaps you and she can come to an agreement.  대수능

 in agreement with ~와 일치〔동의〕하여, ~에 따라서

0026	agriculture 명 		농업 18회

[ǽgrəkʌlʧər] Agriculture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ree main ways.  대수능

 agricultural  형  농업의

수능 2000  WORD MANUAL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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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1

명사

[예문 해석] 0027 그는 목발의 도움 없이 걷는 방법을 첫 번째로 배워야 했다.  0028 정부의 목표는 안보, 정의, 그리고 보전 세 가지여야 한다.  0029 연금술에 의한 것이기라
도 하듯 연민의 정이 그녀의 기분을 바꿔 놓았다.  0030 시냇물이 오솔길을 따라 졸졸 흐르고 있다.  0031 동맹국들의 일부가 이 결정에 불만족해했다.  0032 우리 비행기는 
35,000피트의 고도로 비행 중이다.  0033 이타심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관심이다.  0034 그는 암벽 등반가가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0035 우리의 세대는 공통적으로 엄청난 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0029	alchemy 명 		연금술	 4회

[ǽlkəmi] Pity changed her feeling as if by alchemy.
 alchemist  명  연금술사

0027	aid 명 		도움	 동 		돕다

철
자
주
의

26회

[éid] He had to learn to walk first without the aid of crutches.  대수능

 with the aid of ~의 도움으로

0028	aim 명 		목표	 동 		겨누다		 34회

[éim] The aims of government should be three: security, justice, and 
conservation.  대수능

0030	alley 명 		뒷골목,	좁은	길,	오솔길

철
자
주
의

10회

[ǽli] The brook is trickling along the alley.
 strike into another alley 말머리를 돌리다, 화제를 바꾸다

0031	ally 명 		동맹국	 동 		동맹시키다 4회

[ǽlai] Some of the allies were unhappy over this decision.  대수능

 alliance  명  동맹, 결연 allied  형  동맹한

0033	altruism 명 		애타〔이타〕주의,	이타심 7회

[ǽltruːìzm] Altruism is unselfish concern for other people’s happiness.  대수능

 altruistic  형  이타주의의, 애타적인 altruist  명  이타주의자

0032	altitude 명 		고도,	높이

혼동어
attitude
명  태도

16회

[ǽltətjùːd] Our plane is flying at an altitude of 35,000 feet.

0034	ambition 명 		야망,	대망 16회

[æmbíʃən] He had an ambition to become a rock climber.
 ambitious  형  야심적인

0035	amount 명 		양,	액수 170회

[əmáunt] Our generation has a tremendous amount of experience in common.  
대수능

 an amount of 상당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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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해석] 0036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것에서 유추하면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0037 해부학은 생물학의 일부이다.  0038 그의 조상들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0039 (배의) 닻을 언제 내려야 하나요?  0040 당신이 선원이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세요.  0041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0042 네 조부모님의 결혼기념
일은 언제이니?  0043 남극지방은 남극 주위의 지역이다.  0044 그 음악회는 국가 연주로 막을 내렸다.  

0037	anatomy 명 		해부학,	해부 7회

[ənǽtəmi] Anatomy is a part of biology.

0036	analogy 명 		유사,	유추

혼동어
apology
명  사과

12회

[ənǽlədʒi] It’s easier to explain an abstract concept by analogy with something 
concrete.

0038	ancestor 명 		선조,	조상 24회

[ǽnsestər] His ancestors lie in the cemetery.

0039	anchor 명 		닻	 동 		닻을	내려	멈추다,	정박시키다 10회

[ǽŋkər] When should I drop the anchor?

0040	anecdote 명 		일화 6회

[ǽnikdòut] Please tell us an anecdote about your years as a sailor. 

0041	angle 명 		각도,	모퉁이,	양상,	국면,	관점	 동 		기울이다,	낚시질하다 15회

[ǽŋgl] What’s your angle on this problem?

0042	anniversary 명 		기념일	 형 		기념일의 12회

[ӕ̀nəvə́ː rsəri] When is your grandparent’s wedding anniversary?

0043	antarctic 명 		남극(지방)	 형 		남극(지방)의 21회

[æ̀ntáːrktik] The Antarctic is the area around the South Pole.
 arctic  명  북극(지방)  형  북극(지방)의

0044	anthem 명 		축가,	성가 6회

[ǽnθəm] The concert concluded with the National Anthem.

수능 2000  WORD MANUAL018

워드메뉴얼책.indb   18 2018-08-30   오전 11:58:19



DAY

01

명사

[예문 해석] 0045 모든 대학에 인류학과가 있다.  0046 그런 항생제는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다.  0047 아기들은 낯선 사람들을 볼 때 불안감을 경험한다.  0048 문명화된 오늘
날 전화는 가장 필수적인 기계이다.  0049 가을에는 누구나 식욕이 좋아진다.  0050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들을 사용하지 마시오.

0045	anthropology 명 		인류학 20회

[ӕ̀nθrəpálədʒi] Every university has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thropologist  명  인류학자

0046	antibiotic 명 		항생물질	 형 		항생의,	항생물질의 12회

[ӕ̀ntibaiátik] We can’t sell those antibiotics over the counter.
 antibody  명  항체

0047	anxiety 명 		걱정,	불안,	갈망 45회

[æ̀ŋzáiəti] Babies experience anxiety when they see strangers.  대수능

 anxious  형  걱정하는, 갈망하는

0048	apparatus 명 		(한	벌의)	장치,	기계,	기구(류)

혼동어
apparent
형  분명한

7회

[ӕ̀pərǽtəs] In these civilized days the telephone is a most necessary apparatus.

0049	appetite 명 		식욕,	욕구 13회

[ǽpətàit] Everybody has a good appetite in autumn.
 appetizer  명  식욕을 돋우는 음식, 전채

0050	appliance 명 		가전제품,	기구 20회

[əpláiəns] Don’t use the electric appliances with wet hands.  대수능

표제어 이외의 주요 어휘

ache	 명 	통증,	아픔	 동 	쑤시다

acre	 명 	에이커

admiral	 명 	해군	대장,	해군	장성

adult	 명 	성인,	어른

affiliate	 명 	계열회사,	지점,	지부

agenda	 명 			의제,	안건,	비망록

aircraft	 명 	항공기	

aisle	 명 			통로,	복도

allegory	 명 	풍유,	비유,	우화

amenity	 명 	기분	좋음,	쾌적함,	편의	시설

anarchy	 명 	무정부	상태	

anguish	 명 	고통,	고뇌

antagonist	 명 	적수,	반대자

antipathy	 명 	반감,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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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C U M  L A U D E  V O C A B U L A R Y

01DAY 수능 필수 Daily IDIOMS

a great deal of 
상당한, (양이) 많은

We expended a great deal of time in doing the work.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a large number of
(수가) 많은

We received a large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Teacher of the Year.
우리는 올해의 교사상을 위한 많은 추천서를 받았다. 

a variety of
다양한

You will see a variety of plants and animals there.
당신은 그곳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보게 될 것이다.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He has a wide range of knowledge.
그는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다. 

according to + N
~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 will snow tomorrow.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눈이 올 것이다.

accuse A of B
A를 B로 고소〔비난〕하다 

They accused the man of taking bribes.
그들은 그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소했다.

adhere to + N
~을 고수하다

You need not adhere to your original plan.
당신은 원래의 계획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agree with
~에 동의하다

To some extent I agree with you.
나는 어느 정도 너에게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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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DAY 암기를 위한 Daily TEST 맞은 개수                 / 50문항 

정답 | 본문 pp. 14-19 참조

01. abdomen  

02. ability  

03. access  

04. 사건, 사고  

05. 성취, 완성  

06. accord  

07. account  

08. action  

09. 활동  

10. addict  

11. addition  

12. address  

13. 숭배자, 찬미자  

14. adolescence  

15. advantage  

16. advent  

17. 모험, 모험담  

18. advice  

19. advocate  

20. affair  

21. 풍부함, 풍요  

22. agent  

23. aggression  

24. agony  

25. 동의, 일치  

26. agriculture  

27. aid  

28. aim  

29. 연금술  

30. alley  

31. ally  

32. altitude  

33. altruism  

34. 야망, 대망  

35. 양, 액수  

36. analogy  

37. anatomy  

38. ancestor  

39. 닻  

40. anecdote  

41. 각도, 모퉁이  

42. anniversary  

43. antarctic  

44. 축가, 성가  

45. 인류학  

46. antibiotic  

47. anxiety  

48. apparatus  

49. 식욕, 욕구  

50. 가전제품, 기구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뜻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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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고르시오.

01 능력, 재능

 ① ability ② abdomen

02 접근

 ① adolescence ② access

03 사건, 사고

 ① accident ② admirer

04 성취, 완성

 ① address ② accomplishment

05 합의, 협정

 ① accord ② advent

06 계좌, 거래

 ① adventure ② account

07 행동, 조치

 ① advocate ② action

08 활동

 ① activity ② affair

09 중독자

 ① affluence ② addict

10 부가, 덧셈

 ① addition ② aggression

11 이점

 ① advantage ② agent

12 충고, 조언

 ① agony ② advice

13 동의, 일치

 ① agreement ② agriculture

14 양, 액수

 ① aid ② amount

15 면, 양상

 ① aspect ② aim

16 주의, 주목

 ① alchemy ② attention

17 태도, 자세

 ① attitude ② armor

18 청중, 접견

 ① audience ② alley

19 저자

 ① author ② altruism

20 평균

 ① ambition ② average

복습을 위한 누적 TEST 01회 DAY 01-05 

수능 2000  WORD MANUAL054

워드메뉴얼책.indb   54 2018-08-30   오전 11:58:35



복
습
을

 위
한

 누
적

 TEST

01회

21 균형

 ① balance ② backbone

22 할인 판매, 특가품

 ① bargain ② ballot

23 기초, 기저

 ① barbarism ② basis

24 행동

 ① barter ② behavior

25 이익

 ① benefit ② beast

26 청구서, 지폐

 ① bay ② bill

27 생물학

 ① blade ② biology

28 중개인

 ① broker ② breeze

29 수용력, 용량

 ① capacity ② canyon

30 걱정, 관심

 ① cattle ② care

31 경력, 이력

 ① career ② carriage

32 범주, 부류

 ① carton ② category

33 작은 방, 세포

 ① cell ② cave

34 도전, 곤란

 ① certificate ② challenge

35 성격, 특성

 ① character ② charm

36 화학

 ① chemistry ② chill

37 위로, 위안

 ① comet ② comfort

38 사회, 공동체

 ① commodity ② community

39 관계, 관심

 ① clown ② concern

40 조건, 상태

 ① condition ② coincidence

정답 p. 366 참조

맞은 개수 (                  )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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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고르시오.

01 자신감, 신임

 ① confidence ② conference

02 투쟁

 ① conflict ② compromise

03 행위, 처리

 ① companion ② conduct

04 결과, 중요성

 ① consequence ② congestion

05 접촉

 ① contract ② contact

06 대조, 차이

 ① contrast ② contraction

07 대화

 ① convenience ② conversation

08 협력

 ① cooperation ② copper

09 통화, 유통

 ① current ② currency

10 고객

 ① customer ② custom

11 손상, 손해

 ① damage ② dawn

12 죽음

 ① death ② debris

13 주소, 연설

 ① advantage ② address

14 숭배자, 찬미자

 ① agony ② admirer

15 모험, 모험담

 ① adventure ② advent

16 공격(성), 침략

 ① agreement ② aggression

17 도움

 ① ally ② aid

18 목표

 ① alley ② aim

19 선조, 조상

 ① ancestor ② anecdote

20 인류학

 ① anthropology ② antibiotic

복습을 위한 누적 TEST 02회 DAY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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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습
을

 위
한

 누
적

 TEST

02회

21 걱정, 불안

 ① apparatus ② anxiety

22 기사, 조항

 ① article ② armor

23 가정, 가설

 ① assembly ② assumption

24 천문학자

 ① astronomer ② aspiration

25 운동선수

 ① athlete ② attorney

26 대기, 환경

 ① audition ② atmosphere

27 권위, 당국

 ① authority ② author

28 그룹, 무리

 ① ban ② band

29 장벽

 ① barrier ② barter

30 선입관, 편견

 ① bias ② bid

31 유대, 결속

 ① border ② bond

32 뼈

 ① bone ② blunder

33 나뭇가지, 자회사

 ① breakdown ② branch

34 예산

 ① burden ② budget

35 암

 ① canal ② cancer

36 가능성, 능력

 ① capability ② candidate

37 순회, 우회

 ① chore ② circuit

38 상황, 환경

 ① circumstance ② citizen

39 고객

 ① client ② climate

40 단서, 실마리

 ① clown ② clue 

정답 p. 366 참조

맞은 개수 (                  )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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