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ink 잉크, 서명하다

602. drink 마시다, 한 모금, 마실 것, 술

603. drinkery 술집

604. shit 제기랄, 젠장, 똥, 허튼 소리

605. shin 정강이

606. shine 빛나다 광채

607. mean 의미하다, 뜻, 평균

608. means 수단, 방법

609.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다해, 반드시, 꼭

610. by no means 켤코 하지 않다

611. French 프랑스어, 프랑스인

612. thick 두꺼운, 진한

613. steak 스테이크, 불고기

614. steal 훔치다

615. steam 스팀, 수증기, 찌다, 열받다

616, stead 대신, 대리

617, in stead of , instead of 를 대신하여

618. steady 확고한, 지속적인, 안정적인

619. inch 인치, 길이 단위, 조금

620. inch by inch 조금씩



621. rain 비

622. bow 허리굽혀 절하다, 활, 곡선

623. rainbow 무지개

624. drop 방울, 떨어지다

625. raindrop 빗방울

626. droplet 드랍릿, 작은 물방울

627. brain 두되, 브레인

628. brainy 머리가 좋은, 총명한

629, drain 물을 빼다, 배수하다,

630. drainage 하수, 오수, 배수장치

631. brain drain 두뇌 유출

632. grain 곡물, 곡식, 나무결

633. train 훈련하다, 기차

634. station 정거장

635. train station 철도역

636. bus station 버스 정류장

637. gas station 주유소

638. oil station 주유소

639. stationary 정지된, 움직이지 않는

640. stationery 문방구



641. true 진실한

642. truth 진실

643. China 중국

644. Chinese 중국인, 중국어

645. enjoy 즐기다

646. key 키, 열쇠, 단서, 핵심

647. monkey 몽키, 원숭이

648. monk 수도사

649. heal 치유되다, 치료하다

650. healing 힐링, 치유

651. health 건강

652. healthy 건강한

653. oil 기름, 석유

654. boil 끓이다

655. boiler 보일러

656. soil 흙, 땅, 더럽히다

657. ash 재, 화산재, 유골

658. cash 캐쉬, 현금

659. dash 대쉬하다, 돌진하다

660. wash 씻다, 세탁하다



661. pay 페이, 돈내다, 임금

662. Dutch 더치, 네덜란드인

663. dutch pay 더치페이, 각자 돈내기

664. edit 에디트, 편집하다,

665. editor 편집자, 편집장

666. edition 판, 발행부수

667. credit 크레딧, 신용, 학점, 점수

668. card 카드, 명함, 엽서

669. credit card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670. age 나이, 시대

671. aged 나이든, 노인

672. average 평균

673. high 높은

674. height 높이

675. adult 어른

676. male 남자

677. female 여자

678. soap 비누

679. soak 담그다, 젖다

680. suck 빨다, 아첨하다



681. sent 보냈다

682. sentence 문장, 처벌

683. exist 존재하다

684. existence 존재, 실체

685. long 긴

686. length 길이, 기간, 세로

687. lengthen 연장하다, 길어지다

688. wide 넓은

689. width 넓이, 폭, 가로

690. widen 넓히다, 넓어지다

691. wild 와일드한, 야생의, 거친,

692. wildish 난폭한, 날뛰는

693. cue 큐, 단서, 신호

694. cuz 비코우즈, because의 약자, 때문에

695. cur 똥개, 잡종

696. cure 치료하다

697. cure all 만병통치약

698. curl 컬, 몸을 웅크리다, 둥그렇게 말다

699. curly 곱슬곱슬한, 동그랗게 말린

700. curling 컬링, 곱슬머리



701. fun 재미난, 즐거운, 장난

702. fur 털, 모피

703. further 더 나아가

704. future 미래

705. pass 지나가다, 통과하다, 합격하다

706. past 지나간 과거, 지나서, 지나간

707. pre ~의 앞의

708. present 현재, 보여주다, 선물하다

709. presentation 프리젠테이션, 발표, 제출

710. presently 곧, 지금

711. presence 존재, 출석, 모습, 인물

712. rug 양탄자, 깔개

713. drug 드러그, 약

714. drum 드럼, 북

715. mount 오르다, 설치하다, 증가하다, 말타다, 산

716. mountain 산

717. climb 기어 오르다, 위로 오르다, 출세하다.

718. cliff 클리프, 절벽, 낭떠러지

719. cling 매달리다, 집착하다

720. clinic 클리닉, 진료소, 병원, 상담소



721. blow 때림, 타격, 바람이 불다,

722. blog 블로그

723. block 블록, 막다, 차단하다, 봉쇄

724. blood 피, 혈통

725. bloody 피범벅의, 잔혹한

726. bloom 꽃이 피다

727. bloomy 꽃이 만발한, 젊음이 넘치는

728. vamp 요부, 홀리게하다,

729. spire 뾰족탑, 높이 치솟다

730. vampire 뱀파이어, 흡혈귀

731. cent 센트, 동전

732. century 센트리, 100년

733. bury 묻다

734. fury 분노, 격분

735. jury 배심원, 심사위원

736. usury 고리대금

737. pow 머리 head

738. power 파워, 힘, 권력

739. watch 손목 시계, 지켜보다

740. watcher 파수꾼, 감시인 watchman, watchdog



741. sol 태양신, 음악의 솔

742. solar 태양의

743. ace 에이스, 일류의

744. lace 레이스, 끈, 끈으로 묶다

745. solace 위로, 위로하다,

746. angel 엔젤, 천사

747. angle 앵글, 각도, 모퉁이, 모서리

748. edit 편집하다

749. edict 칙령, 보고, 명령

750. lock 잠그다, 자물쇠

751. local 지역의, 현지의

752. locate 위치하다, 찾아내다, 위치를 결정하다

753. lacation 로케이션, 야외촬영지, 위치, 장소,

754. hit 치다, 때리다, 안타치다, 명중하다, 대성공, 풍자

755. base 베이스, 바닥, 기초

756. baseball 야구

757. hard 하드, 열심히, 힘든, 어려운

758. hardly 거의 ~ 아니다, ~ 하기 힘들다

759. hardy 튼튼한, 대담한

760. harden 굳히다, 강화하다, 무감각한



761. ever 지금까지, 이전에, 항상, 언제까지나

762. clever 영리한, 눈치빠른 약삭빠른

763. found 발견했다, 설립했다

764. founded 설립된

765. founder 창설자, 기부자

766. way 길, 방법, 방식

767. one way 일방통행

768. on the way 도중에

769. subway 지하철

770. get in way 방해하다

771. stand in way 방해하다

772. give way 길을 양보하다, 물러가다, 후퇴하다, 무너지다,

773. new 새로운, 최근의

774. news 뉴스

775. newly 최근, 요즈음

776. solve 풀다, 해결하다

777. solution 숄루션, 해결책, 용액

778. solute 녹은, 용해된, 녹아 있는 것, 용질

779. absolute 절대적인, 완전한

780. resolute 단호한, 의지가 굳은



781. problem 문제, 골치거리

782. no problem 문제없어요, 괜찮습니다.

783. cough 기침, 콜록거리다

784. syrup 시럽, 달짝한 액체, 당밀

785. syrupy 끈적끈적한

786. cough syrup 코푸시럽, 기침약

787. fog 안개, 흐릿해지다

788. fogy 시대에 뒤진 사람, 구식 고집쟁이

789 foggy 안개낀

790. access 액세스, 접근, 컴퓨터에 접근하다

791. accede 응하다, 동의하다, 받아들이다.

792. acce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793. sorry 미안한, 죄송한

794. sore 아픈, 상처

795. sorely 몹시, 아파서,

796. soreness 아픔, 고통, 슬픔

797. throat 목

798. sorethroat 목앓이

799. sorrow 슬픔, 비통

800. sorrowful 비통한, 슬픔에 잠긴



801. off 꺼진, 떨어진, 없는, 벗어난

802. on and off 했다 안했다, 탔다 내렸다

803. offer 오퍼, 제공하다, 제안하다

804. often 오픈, 종종, 자주

805. offend 위반하다, 기분이 나빠지다

806. offence 범죄, 위반, 반칙, offense

807. blind 블라인드, 창문 해가리개, 눈먼, 안보이는

808. blindly 맹목적으로

809. people 피플, 사람, 국민

810. people power 사람들의 힘, 민중의 힘

811. read 읽다, 독해하다

812. reader 독자, 리더

813. reading 리딩, 읽기, 독서

814. ready 준비된, 미리

815. fin 지느러미, 프랑스어로 끝

816. finger 손가락, 지적하다

817. wet 젖은, 축축한

818. wetland 습지대

819. hair 머리카락

820. hare 산토끼 rabbit 토끼, 래빗



821. bat 배트, 방망이, 박쥐

822. batman 배트맨, 박쥐인간

823. bath 목욕, 욕조

824. battle 배틀, 전투, 싸움

825. troop 군대

826. craft 만들다, 공예, 선박, 솜씨

827. aircraft 비행기

828. war 전쟁

829. warcraft 워크래프트, 전쟁 게임

830. starcraft 스타크래프트, 우주 전쟁 게임

831. force 포스, 힘, 강요하다

832. gun 총, 무기, 대포, 기관총

833, equal 동등한, 같은

834. equip 갖추다, 장착하다

835. equipage 장비, 비품

836. radio 라디오, 무선

837. radiology 방사선학, x레이 투시

838. radius 반지름

839. diameter 지름

840. radar 레이더, 감시



841. show 쇼, 보여주다

842. showy 야한, 눈길을 끄는

843. showing 상영, 전시, 외모

844. shower 샤워, 소나기

845. tour 투어, 관광, 순회공연

846. tourist 관광객

847. tourism 관광

848. touch 터치하다, 만지다, 연락하다, 감동시키다

849. touchy 과민한, 다루기 힘든

850. tough 터프한, 거친, 강한, 힘든, 어려운,

851. guy 남자, 친구, 녀석, 사람

852. tough guy 상남자, 무법자

853. cat 고양이, 놈, 녀석, 여자꽁무니를 쫒아다니는 남자

854. tough cat 개성이 강하여 여자들에게 인기있는 남자

855. week 일주일

856. weekly 매주

857. end 끝, 마지막, 마침

858. weekend 주말

859. in the end 마침내, 마지막에는, 결국

860. endless 끝없는, 무한한



861. alarm 알람, 자명종, 경보

862. room 방, 공간, 여지

863. roomy 널찍한, 헐렁한

864. roomie 같은 방을 쓰는 사람

865. mate 메이트, 짝, 친구

866. roommate 룸메이트, 같은 방을 쓰는 사람

867. lag 랙, 지체하다, 컴퓨러 랙 걸리다

868. log 로그, 접속하다, 통나무, 항해일지, 컴퓨터 기록

869. lock 자물쇠, 잠그다

870. locker 로커, 자물쇠 있는 사물함

871. rock 락, 바위, 락음악, 앞뒤로 흔들리다

872. rocker 락커, 록가수, 흔들의자

873. roll 구르다, 우르릉 울리다, 두루마리, 북을 연달아치다

874. rock and roll 로큰롤음악

875. clock 시계

876. cloke 클로우크, 망토, 가리다

877. cloud 구름,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878. loud 소리가 큰

879. loudly 큰 소리로

880. loudmouth 허풍선이, 뻥치는 사람



881. voice 보이스, 목소리

882. voiced 목소리로 나타낸, 유성의

883. void 빈, 공허한, 무효로 하다, 배설하다

884. voided 공백이 된, 무효가 된

885. void of ~ 빈

886. voiding 배설, 소변보기

887. voidable 무효가 될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배설할 수 있는

888. coin 코인, 동전

889. note 노트, 지폐, 메모

890. coincide 일치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와 함께

891. coil 코일, 감기다

892. hop 두발로 뛰기, 맥주

893. hope 희망, 바라다

894. hopper 깡총깡총 뛰는 사람

895. grass 풀, 그래스

896. grasshopper 메뚜기

897. land 땅, 나라

898. grassland 초원

899. glass 유리, 안경, 컵

900. glasses 안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