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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보카가 진리입니다.
랭킹보카는 진화합니다.

고급

“수능 / 편입 / 공시 / 토익 / 텝스” 빈도순 단어장
정품을 구매해주세요.
적극적인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카톡 아이디 lifemapper로 친추를 하면 매일 매일 영어 컨텐츠를 보내줍니다.
pdf(컬러)는 ‘orbi docs’에서 판매중입니다.
제본(흑백)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lifemapper@naver.com
30강 완성
버전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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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플래시카드

[저자 소개]
이름
거주
경력
학력
소개
살고

: 박범용
: 제주도
: 10년 과외
: 지방 2년제 졸업하고 성대 문정 편입 후 졸업
: 제주도에서 영어 과외, 자소서 첨삭, 디자인, 무료컴맹수업, 무료펫시터 등을 하고 랭킹보카를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있음

pdf책 : 구매 후 다운로드
종이책 : 카톡 lifemapper로 문의
사전홈페이지 :

http://www.rankingvoca.com

플래시카드(웹) : https://quizlet.com/class/13222520/
플래시카드(종이) : 카톡 lifemapper로 문의
카톡영어 : 카톡에 들어오면 무료로 매일 영어 단어 시험 문제를 보내줌
전화영어 : 매일 5분 전화로 단어 시험을 봄
20201119수능예상어휘리스트 : 카톡 lifemapper로 문의
컴맹수업 : 온&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드림
자소설첨삭 : 가성비갑
모든 컨텐츠는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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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초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단어 1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중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단어 3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단어 5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칠 때는 '서거하다' 대신에 '죽다'를 먼저 가르치자는 겁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pass away' 대신에 'die'를 먼저 가르치자는 겁니다. 고빈도 어휘로 저빈도 어휘를 유추해야 합니다. 저빈도 어휘
로 고빈도 어휘를 유추하면 안 됩니다. 어휘(단어&숙어)를 미리 암기해야 인강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기존의 학원,
인강 수업은 기초 어휘를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됩니다. 수능 출제진은 다의어, 유의어, 반의어, 혼
동어, 숙어로 문제를 냅니다. ngram, datalab, www.rankingvoca.com를 통한 간접적 원어민 검증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랭킹보카는 역대 수능, 역대 EBS, 편입 기출, 공시 기출, 토익 기출, 텝스 기출 문제들을 빈도화해서 만든
단어장입니다. 랭킹보카는 최소시간에 최대효과를 보여줍니다. 랭킹보카를 마스터하면 효율적 어휘 암기법을 터득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동아사전, YBM 사전, 교학사 사전, 다음 사전 등등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에는 다양하고 많은 영어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한 단어의 뜻도 사전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1=1.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언어는 수학이 아닙니다. 언어는 매일
매일 진화합니다. 오늘 사라진 단어도 있고 오늘 만들어진 신조어도 있습니다. 어휘의 빈도와 의미도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영어 회화와 수능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 회화와 공시 영어도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수능, 토익, 텝스, 오픽 등등
의 모든 영어 시험의 성적은 어휘(단어&숙어) 암기를 기반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연음도 결국에는 소리의 암기입
니다. 언어는 암기입니다. 어휘를 암기해야 비로소 이해가 시작됩니다. 오픽, 토플 에세이도 대본의 암기를 기본으
로 합니다. 물론, 원서 읽기와 영화 대본 외우기 등등이 가장 이상적 영어 학습법입니다. 하지만 최소시간에 최대
점수를 얻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어휘 암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는 일단 단어만 암기하고, 남는 시
간에 다른 과목의 공부에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샘 단어 외우면 뭐하나요? 문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샘 단어 외우면 뭐하나요? 중요한건 문장(구문) 아닌가요?
샘 단어 외우면 뭐하나요? 중요한건 문제 아닌가요?
단순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해 위주의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하는 것을 암기하려하고, 암기
해야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해에 한계가 생길 때는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암기
해두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문장, 문제, 문법 공부를 먼저 시작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법책, 문장, 문제에도 모르는 단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
서 사전만 찾다가 영어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고3이 되어서 단어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초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매우 짧은 문장 1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중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매우 짧은 문장 3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 1 때부터 매일 매일 꾸준히 매우 짧은 문장 5개만 외우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평생 랭킹보카를 다듬을 생각입니다. 매일 매일 단어장을 다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 학생으로부터 “샘은 왜 단어장이 없나요?”라는 말을 듣고 충격 받아서 단어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30번을 개정하고도 더 다듬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무모한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 그림, 3D, 프로그래
밍 등등을 배우면서 단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 마음에 드는 단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장을 공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최소문법, 유의어, 반의어, 문풀법, 숙어 훈련 등등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추
가 될 예정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영어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랭킹보카는 직관적, 학제적 단
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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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a
# 아래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장입니다.
- 다의어에 약해요 ㅠ
- tower를 towel로 해석해서 틀렸어요 ㅠ
- 영문법 책에 모르는 단어, 숙어가 너무 많아요 ㅠ
- 문장에 모르는 단어, 숙어가 너무 많아요 ㅠ
- 문제에 모르는 단어, 숙어가 너무 많아요 ㅠ
- 인강에 모르는 단어, 숙어가 너무 많아요 ㅠ
- 핵심 문장, 주제 문장,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 숙어가 너무 많아요 ㅠ
- 모르는 단어, 숙어 따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ㅠ
- 영어 사전에는 뜻이 너무 많아요 ㅠ
- 영영 사전 보다가 포기했어요 ㅠ
# 사전의
- 네이버,
- 네이버,
- 네이버,

문제점
다음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뜻은 수능, 공시, 토익 시험 등에서의 빈도순이 아니다.
다음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뜻은 수능, 공시, 토익 시험 등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다음 사전에는 뜻이 너무 너무 많다.

# 기존 단어장들의 문제점
- 빈도순이 아니다.
- 수능 범위 밖의 어휘를 수록한다.
- 원어민도 모르는 어휘를 수록한다.
- 온라인 검색 서비스가 없다.
- 개정을 거의 안 한다.
- 추가 무료 복습 자료의 지속적 제공을 안 한다.
- 단어의 뜻이 너무 많다.
- 단어의 뜻이 너무 적다.
- 단어의 뜻이 이상하다.
# 왜 단어를 먼저 외워야 하는가?
영어는 단어, 숙어, 문장, 문제, 시험순으로 나아갑니다. 축구는 체력, 드리블, 패스, 슛, 전술 순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 뫼비우스의 띠
방학이니까 단어 외워야지! 근데 안 외움 ㅠ 개학이니까 단어 외워야지! 근데 또 안 외움 ㅠ
#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하는가?
영어는 ‘빈도순/접두사순/접미사순/랜덤순/주관식 영한/주관식 한영/주관식 영영/주관식 한한/객관식 영한/객관식 한
영/객관식 영영/객관식 한한/시소러스/코퍼스/콜로케이션/마인드맵/재진술’로 공부하면 이상적입니다.
# 왜 영어를 공부해야하는가?
영어를 포기하면 내신, 수능, 토익, 텝스, 토스, 오픽, 토플, 카투사, 취업 시, 승진 시, 편입, 공무원 영어 시험, 대
학원 진학, 유학, 워홀 등등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알바할 때도 그리고 취업해서도 외래어를 정말 많이 사
용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영어를 물어봅니다. 영어는 평생을 졸졸 따라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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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b
a.
b.
c.
d.
e.

컨텐츠는 매일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언어에서는 ‘1 = 1.1’이 될 수 있습니다.
어휘에는 빈도가 있습니다. 의미에도 빈도가 있습니다.
랭킹보카는 위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고빈도를 수록합니다.
랭킹보카는 *와 ** 기호를 사용해서 의미(뜻)의 빈도를 표시합니다.

discipline 교과 - 뜻이 너무 적음
discipline 교과; 분야; *훈련; *규율; *훈육; **훈육하다 - 랭킹보카
discipline 훈련; 교과; 규율; 분야; 훈육; 훈육하다 - 뜻이 너무 많음 & 뜻이 뒤죽박죽임
96수능
10수능
11수능
12수능
14수능

기출
기출
기출
기출
기출

:
:
:
:
:

벌
분야
분야
규율
교과

최근 수능과 평가원 문제에는 ‘교과’로 많이 나옴

3. 암기법
a. 형태적 유사성과 음성적 유사성을 통한 어휘 암기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flood, blood 그리고 light,
bright는 유사성으로 암기가 가능한 어휘들입니다.
b.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단어를 연상으로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어휘들의 맞춤식 암기법이 필요합니다.

4. 약어&기호
빨간색
파란색
*
**
{ }
;
;
,
[외]

:
:
:
:
:
:
:
;
:

초고빈도 or 매우 중요한 어휘
고빈도 or 중요한 어휘
저빈도
초저빈도
다품사 or 다의어
다의어인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함 cf) life 삶; 생물; 수명
다품사인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함 cf) hand 건네주다; 손
유의어인 경우 ',(콤마)'를 사용함 cf)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외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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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두어, 접미어

접두어 +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 접미어 : forceful
접두어 +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 접미어 : forcefully
접두어 +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 접미어 : enforce
접두어 +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 접미어 : enforcement
접두어 +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 접미어 : reinforcement

1. 접두사(prefix) - 주로 의미를 결정
부정어 : in-, im-, ir-, il-, un-, dis-, mis-, non-, anti-, counter-, contra-, non-, mal-, *ob앞 : pre-, pro-, fore-, anti-, ante-, *ant-, *an뒤 : re-, back-, with-, post-, retro-, -hind-, rear
상 : super-, sur-, up-, over-, hyper-, ultra- cf) macro-, cosmo하 : de-, sub-, down-, under-, hypo- cf) micro안 : in-, im-, intro밖 : out-, e-, ex-, extra-, extro함께 : co-, con-, com-, col-, cor-, syn-, sym자신 : auto-, -self1 : mono-, uni2 : bi-, du-, twi-, *ambi3 : tri~사이에 : inter-, dia- cf) *ambi~에 : a-, ad-

2. 접미사(suffix) - 주로 품사를 결정
동사화 접미사 : -en-, -ate, -ize, -fy
명사화 접미사 : -ion, -ation,, -ment, -ance, -ence, -ness, -ure, -ive, -al, -er, -ee, -or, -ist, -ism, -tude,
-age, -ship, -hood, -ity, -th, -sis, -cy, -ant, -ent, -ary
형용사화 접미사 : -ly, -ive, -able, -less, -free, -ous, -ant, -ent, -al, -ful, -some, -ate, -ic, -ical, -ish, -y,
-ary, -ory, -ite, -ern, -ed cf) a부사화 접미사 : -ly, -ward, -wise

6. 1분 암기법
1단계 : timer on
2단계 : 타이머를 계속 보면서 초집중해서 1분에 6개의 어휘 암기를 시도함
3단계 : timer off
#
#
#
#

타이머를 이용해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
자신의 점수를 계속 기록하고 경신하기
아침, 점심,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5분에 30개 단어를 복습하기
어휘(단어&숙어)의 뜻이 떠오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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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ifferent

D1N1R1

#

킹보카

다른; 다양한 ↔ same

Ÿ indifferent 무관심한 = uninterested
Ÿ difference 다름; *차액; *불화
Ÿ differ 다르다
ü 접두사 in-은 'not' 또는 '안'이라는 뜻이 있다. ü indifferent는 'not + different'다. '다르
지 않은/새롭지 않은'이 되어 '비슷비슷한'이 되니까 '무관심한'이 된다. 우리는 보통 old 보다는
new롤 좋아한다. 우리는 신제품을 좋아한다. 신제품은 different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르다 =
다양성 =
다양한 =
다양하게

differ, vary, be different, be diverse, be not same, be not consistent
{difference}, variety, diversity cf)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different}, various, varied, diverse, {multiple}, a variety of, * a range of, *assorted
= differently, variously, diversely

renew

D1N2R2

#

갱신하다 @ renew - renewed - renewed - renewing
Ÿ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 decrease
Ÿ rearrange 재배치하다
ü 접두사 re-, back-은 ‘뒤로/다시’라는 뜻이 있다. ü de-, down-은 ‘아
래’라는 뜻이 있다. ü 형용사 new는 'new < newer < newest'로 변화한
다. ü old(알던 것)가 new(새로운 것)를 만날 때, '같음/다름/틀림/맞음'으
로 우리는 사고하며 공부한다. 분류가 공부다. 비슷한 단어, 숙어, 문장, 문

old & new
할아버지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new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관점의 사고가 사고력을
증가시킵니다.
D1N3R3

#

inner

제들을 모우는 것이 좋은 공부다. 오답노트가 그 예시다.

내부의 ↔ outer 외부의

Ÿ inner core 내핵 ↔ outer core 외핵
Ÿ inner-self 내적 자아 ↔ outer-self 외적 자아
Ÿ innermost 가장 깊숙한; 가장 깊은 부분
annual ring

ü inner과 outer는 문제의 핵심어(core)로 자주 나온다. internal(내부의), interior(내부
의), inward(내부의), domestic(내부의), *intrinsic(본질적인/내재하는/고유의)도 inner와
뜻이 비슷하다. ü insiders는 '내부자들/인싸들'이다. ü ‘속세를 떠나다’라는 말에서 ‘속
세’가 in이다. 하지만, in이 반드시 안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본질 = {nature}, identity, essence, {substance}, {heart}
본질적인 = {fundamental}, essential, {substantial}, inherent, innate, intrinsic, {integral}
본질적으로 = in itself, in essence, in nature, by nature, * in and of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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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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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카

방법; 길; *훨씬
Ÿ away 떨어져; 떨어져 있는 cf) right away 지금 당장
Ÿ right way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
Ÿ by the way 그런데
Ÿ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 similarly, likewise

미로(maze)에는 여러 가지 ways가 있다.
참고로 귀신은 ghost다. ‘걸터앉다’는 sit
on이다. on은 ‘접촉’이다. line up은
‘줄서다’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줄의
앞’을 보면 up이 ‘앞’으로 보인다.

D1N5R5

#

do

Ÿ work one's way up 상위 단계로 올라가다, 승진하다
Ÿ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다
She lives a long way away.
그녀는 멀리 떨어져 산다.

하다; *충분하다 @ do/does - did - done - {doing}

Ÿ do research 연구하다 = {study}, research
Ÿ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Ÿ do the laundry 세탁하다, 빨래하다
Ÿ do her a favor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다,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다
Ÿ do good 이롭다 ↔ do harm 해롭다
Ÿ have to do with ~ ~와 관계가 있다
ü enough, plenty of, sufficient, adequate는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다. her는 ‘그녀를/그녀의
/그녀에게’라는 뜻이 있다. be, do, different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다.

D1N6R6

#

lively

활기 넘치는

Ÿ live 살다; 살아 있는; 생방송의
Ÿ living 살아 있는; 생활 cf) living room 거실
Ÿ life 삶; 생물; 수명 [설명] lives는 life의 3인칭 단수형 또는 life의 복수형이다.
ü 접미사 -ly는 거의 '부사'를 만든다. 하지만 lively, friendly(친절한), timely(시기적절한) 등등
은 예외적으로 형용사다. unlively and highly depressed는 '활기 없고 매우 우울한'이다. ü
-ing, -ed가 들어가는 어휘들은 항상 중요하다.

D1N7R7

#

likely

~할 것 같은; ~할 가능성이 있는 ↔ unlikely

Ÿ likelihood 가능성 = {chance}
Ÿ dislike 싫어하다; *반감 ↔ like cf) disallow 인정하지 않다

D1N8R8

#

found

설립하다; 발견했다; 발견된 cf) finding 연구 결과 cf) profound 깊은, 심오한

This foundation was founded in December 1914.
이 재단은 19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ü find(찾다/알다)는 find - found - found - founding으로 변화한다. found(설립하다)는
found - founded - founded - founding으로 변화한다. establish는 ‘확립하다/설립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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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D1N9R9

#

D1N10R10

#

even

www.rankingvoca.com 랭

킹보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 known @ know - knew - known - knowing

심지어; 비록; *짝수
ü odd는 ‘이상한/홀수의’라는 뜻이 있다. odds는 ‘확률/가능성’이라는 뜻이 있다.
예를 들어 신발을 한쪽만 신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odd & even

D1N11R11

#

justice

정의, 공평성 ↔ injustice cf) equal rights and justice 동등한 권리와 공평성

ü ‘정의’는 '짝수/균형'의 느낌이다. ü adjust는 ‘조정하다/적응하다/바로잡다’다.

D1N12R12

#

right

올바른; 정확한; 오른쪽의; 권리

Ÿ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
Ÿ rights and duties 권리와 의무
Ÿ copyright law 저작권법
Ÿ right now 지금 당장 = right away

D1N13R13

#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 cf) the ideal and the real 이상과 현실

Ÿ realistic 현실적인 ↔ ideal 이상적인
Ÿ realist 현실주의자 ↔ idealist 이상주의자

D1N14R14

#

overlook

간과하다; *묵과하다; 내려다보다; 높은 곳

Ÿ overall 전반적인
Ÿ overeat 과식하다 @ overeat - overate - overeaten - overeating
Ÿ oversee 감독하다 @ oversee - oversaw - overseen - overseeing
Ÿ overtake 따라잡다 @ overtake - overtake - overtaken - overtaking
Ÿ overhear 우연히 엿듣다 @ overhear - overheard - overheard - overhearing
Ÿ overcome 극복하다 @ overcome - overcame - overcome - overcoming
Ÿ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 underestimate
Ÿ overwhelming 압도적인

overlook과
overwatch(감시하다)는
묶어서 암기해 봅시다.

ü overlook은 '1. 실수로 ~하다' 또는 '2. 의도적으로 ~하다'와 같이 중의적인 뜻
을 가진 단어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1번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ü
go, come은 '되다'라는 뜻이 있다. '되다'와 '극복'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ü 참
고로 oval은 ‘타원형의’라는 뜻이다. ü 참고로 ‘토하다’는 throw up, vomit이다.

D1N15R15

#

unpleasant

불쾌한 ↔ pleasant 유쾌한, 즐거운 cf) please 제발; 기쁘게 하다

ü 참고로 "Please, please me."라는 노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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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킹보카

바꾸다; 바뀌다; *잔돈; *기분전환

Ÿ unchangeable 바꿀 수 없는 ↔ changeable
Ÿ coin, cash, or check 동전, 현금 또는 수표

D1N17R17

#

의지
D1N18R18

#

will

의지; ~할 것이다

Ÿ willing 자발적인 = voluntary, spontaneous
Ÿ willingly 자발적으로 ↔ unwillingly

written

글로 표현된 cf) spoken 구어의

Ÿ written law 성문법 ↔ unwritten law 불문율
Ÿ written language 문어 ↔ spoken language 구어
Ÿ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cf) literacy rate 식자율 cf) illiteracy rate 문맹률

D1N19R19

#

ask

묻다; 요청하다

I was asked a question.
나는 받았다 질문을
ü was asked는 ‘요청받았다/질문받았다’라는 뜻이 있다.

D1N20R20

#

surely

분명히, 확실히 ↔ unsurely

Ÿ sure 확실한 ↔ unsure
보장하다 = assure, ensure, insure, guarantee, *warrant
분명히, 확실히 = to be sure, for sure, for certain
D1N21R21

#

friendly

친절한 cf) kindly 친절하게

Ÿ warm and friendly person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D1N22R22

#

personal

개인의 = {individual} cf) personal locker 개인 사물함

Ÿ person 사람, 개인 cf) in person 직접, 몸소
Ÿ impersonal 비인간적인 ↔ humane 인간적인
ü PC는 'personal computer'의 약자다. ü human being는 ‘인간/사람’이다.
사람들 = people, individuals, ones, those, men, *folks
인류 = humanity, humankind, mankin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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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카

비과학적인 ↔ scientific 과학적인

Ÿ science lab 과학 실험실 = science laboratory
Ÿ conscientious scientist 양심적 과학자
Ÿ science without conscience 양심 없는 과학
Ÿ philosophy and science 철학과 과학
In fact, what we call “science” today used to be called “philosophy.”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학이라고 불리곤 했다.
ü 짧은 문장은 암기하면 좋습니다.

D1N24R24

#

importance

중요성 ↔ unimportance

Ÿ important historical event 중요한 역사적 사건
Ÿ important export goods 중요한 수출품
Ÿ importance of a well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ü import는 ‘수입하다/수입’이라는 뜻이 있다. port는 ‘항구’라는 뜻이 있다. ü -ant는 형용사를
만들고 -ance는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D1N25R25

#

book

예약하다; 책 cf) reserved book 예약된 책 cf) cookbook 요리책

ü booked book은 '예약된 책'이라 볼 수도 있다. book은 library(도서관),
knowledge(지식), wisdom(지혜) 등의 어휘와 연결해 암기하자.
hardcover
D1N26R26

#

last

계속하다; 마지막의

ü continue도 '계속하다'라는 뜻이다. 랭킹보카 홈페이지에서 '계속하다'라고 검색을 해보자.

D1N27R27

#

lately

최근에 = recently, latest

Ÿ late 늦은; 늦게; *사망한 cf) late fee 연체료
Ÿ later 나중의; 나중에 cf) the former and the latter 전자와 후자
Ÿ latest 최근의 cf) latest film 최근(의) 영화
ü lately는 부사다. latest는 주로 형용사로 사용된다.

D1N28R28

#

easily

쉽게 = readily, with ease

Ÿ ease 편하게 하다; 편함 cf) ease pain 고통을 덜다
Ÿ easy 쉬운 cf) easy exam 쉬운 시험 cf) hard exam 어려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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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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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킹보카

매우 = very

Ÿ spoiled or highly toxic 상했거나 매우 유독한
Ÿ highlight 강조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
ü highly와 very, way의 미묘한 차이는 만점이 되면 공부합니다. 언어에서는 1.1이 1과 같을
수도 있다. 언어는 공학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공부합시다.

D1N30R30

#

largely

주로, 대체로 = mainly, generally, as a rule, as a whole, on the whole

Ÿ enlarge 확대하다 ↔ reduce
reading glasses

D1N31R31

#

ü 참고로 magnifying glass, reading glasses는 ‘돋보기’다.

own

나름의; 자신의; 소유하다; 인정하다

Ÿ owner 주인, 소유주
Ÿ with my own eyes 내 두 눈으로 (직접)
ü own(나름의/자신의), self(나/자신/자아), auto-(자신), itself(그 자체로) 등의 어휘는 독해 문제
풀이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1N32R32

#

place

장소; 놓다, 두다

Ÿ take place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행사가) 열리다, 개최되다
Ÿ place an order ~을 주문하다 = {order}
Ÿ place emphasis on ~을 강조하다 = emphasize
Ÿ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원래 위치에 두다

D1N33R33

#

age

나이; 시대; 늙다

Ÿ aging 노화, 고령화 = ageing cf) population ageing 인구 고령화
Ÿ antiaging 노화 방지의 = antiageing
Ÿ post-war era 전후 시대 ↔ pre-war era
ü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다. 세상에게는 시대가 있다. 참고로 self-, ego-는 ‘자아’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ü 노화, 고령화는 수능에서 중요한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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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카

Ÿ commercial 상업적인; 광고 cf) commercial vehicle 상업용 차량 cf) public advertisement 공익 광고 [설명] 반드
시 랭킹보카를 완독해주세요. 컨텐츠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완독한다면 그 궁
금증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
Ÿ cow 암소 ↔ *bull, **ox cf) mad cow disease 광우병
Ÿ broad 넓은 = wide cf) board 탑승하다; 판; *이사회 cf) aboard 탑승한 cf) broad road 넓은 도로 cf) broadcast
방송; 널리 알리다 cf) live broadcast 생방송 [설명] aboard는 'a'와 'board'의 결합이다.
Ÿ pure 순수한 ↔ impure cf) pure carelessness or misfortune 순전한 부주의나 불운 cf) purely 순전히
Ÿ sail 항해하다; 돛 cf) sailor 선원
Ÿ unique 독특한 cf) unique noun 고유 명사 [설명] 수능 수준에서는 관사와 부정관사의 중요도가 낮습니다.
Ÿ primitive 원시적인 cf) primitive era 원시 시대
Ÿ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현대인 cf) contemporary account 동시대의 기록 c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동시통역 cf) synchronic or diachronic 공시적 또는 통시적 cf) synchronize 동시에 움직이다
Ÿ dental 치아의 cf) dental clinic 치과 병원 cf) dentist 치과 의사 cf) sociologist 사회학자
Ÿ destination 목적지 cf) tourist destination 관광지
Ÿ switch 바꾸다; 바뀌다; 스위치 cf) policy switch 정책 전환
Ÿ decade 10년 cf) for decades 수십 년간 cf) dozen 12개짜리 한 묶음, 다스 cf) dozens of 많은
Ÿ fault 잘못 cf) false 잘못된 cf) faultless 결점이 없는 [설명] D7+에도 false가 나옵니다. 랭킹보카에는 반복되는 어휘
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어휘는 복습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랭킹보카는 거미줄(web)처럼 얽혀있습니다. 랭킹보카에 숙어
가 너무 많다고 겁먹지 말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숙어로 암기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어폐가 있
다.’의 어폐는 ‘잘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Ÿ thick 두꺼운 ↔ thin cf) thickness 두께
Ÿ escape 벗어나다; 탈출 cf) emergency escape 비상 탈출 cf) escapism 현실도피
Ÿ plenty 충분함 cf) plenty of 충분한, 많은
Ÿ elderly 연세가 드신 cf) the elderly 노인들, 어르신들 [설명] 'the +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다.
Ÿ freezing 매우 추운 cf) freezing wind 찬바람
Ÿ spot 장소; 찾아내다 cf) on the spot 현장에서, 즉석에서 cf) blind spot 못 보고 지나치는 점, 맹점; 사각 지대
Ÿ charity 자선단체 cf) give to charity 자선을 베풀다
Ÿ strike 치다; 갑자기 시작하다; 파업; 공습 cf) general strike 총파업 [설명] strike는 '갑자기'라는 느낌이 있다.
Ÿ ordinary 평범한 cf) out of the ordinary 특이한 cf) extraordinary 보기 드문, 비범한
Ÿ wine 포도주 cf) wine tasting 포도주 시음
Ÿ rapid 빠른; 급류 cf) rapidly 빠르게, 급속도로
Ÿ empty 빈; 비우다 cf) empty nest 빈 둥지
Ÿ blank 빈칸; 멍한 cf) blank stare 멍한 눈으로 빤히 봄 cf) blank check 백지 수표 [설명] blank는 머릿속이 '비어있
는' 느낌으로 암기하면 좋다. 멍때림과 비슷하다. absent-minded도 '멍한'이라는 뜻이 있다. 참고로 blanket는 '담요'다.
blink는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이다. space는 ‘공간’이라는 뜻이 있다.
Ÿ stair 계단 = staircase, stairway cf) layer 층, 단, 막, 겹 cf) ozone layer 오존층 [설명] 계단은 case가 쌓여 있는
모양이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물, 내가 아는 건물, 내가 아는 개념 등등에 단어를 연결을 시켜 암기하면 좋습
니다. 그림을 누적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암기해도 좋아요. old에 new를 연결시키면 좋아요.
Ÿ ideal 이상; 이상적인 cf) political ideals 정치적 이상 [설명] 이상과 꿈(dream)은 중의적 단어다. 실현 가능한 이상은
'상대적 이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은 '절대적 이상'이다. utopia(이상향), dystopia(반이상향)라는 표현도 있다.
Ÿ track 추적하다; 진로 cf) keep track of ~을 계속 주시하다 cf) trace 흔적; 추적하다
Ÿ branch 지사; 분야 cf) be rooted in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에 원인이 있다 [설명] 나무의 root(뿌리)와 연결시키면
'지사/분야'를 암기할 수 있다.

13

www.rankingvoca.com 랭

D1 객관식 : 유사한 맥락의 어휘를 찾아주세요.
1. different

2. nature

3. profound

a. reverse

a. stance

a. fond

b. difference

b. nurture

b. founding

c. varied

c. substance

c. deep

d. bury

d. mature

d. depth

e. berry

e. immature

e. finding

4. excessive eating

5. realize

6. spontaneous

a. eating disorder

a. really

a. compel

b. eating habit

b. apologize

b. compulsory

c. ate

c. emphasize

c. enforce

d. overeating

d. empathize

d. willing

e. big eater

e. actualize

e. involuntary

7. research

8. reserve

킹보카

9. largely

a. question

a. serve

a. highly

b. quest

b. service

b. mainly

c. ask

c. make an appointment

c. on a large scale

d. demand

d. severe

d. on a huge scale

e. request

e. booking

e. large attendance

10. substitute
a. constitute
b. institute
c. replace
d. stand
e. living standar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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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2N1R34

#

part

킹보카

부분; 부품; 나누다 ↔ whole

Ÿ apart 떨어져; 떨어져있는
Ÿ apart from ~ ~을 제외하고 = except (for), aside for
Ÿ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Ÿ counterpart 상대방, 대응물 [설명] counter-는 ‘반대의’라는 뜻이 있다.
Ÿ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part & whole

Ÿ departure 출발, 떠남, 벗어남 cf) on-time departure 정시 출발
Ÿ department 부서, 부처, 학과 cf) department store 백화점
Ÿ partial 부분적인 cf) impartial 공평한, 공정한
Ÿ participant 참가자 = contestant, attendee, {entry}, {entrant}
Ÿ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에 참가하다 = take part in
Ÿ particle 입자, 조각, 미립자
Ÿ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Ÿ particularly 특히, 특별히
Ÿ partition 분할, 칸막이
Ÿ partner 파트너
Ÿ party 파티; *정당 cf) third party 제삼자 cf)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ü 부분은 전체의 거울이다. 전체는 부분의 거울이다. 아파트와 백화점은 ‘부분’의 결합
이다. ü depart는 leave(남기다/떠나다/휴가)와 연관 지으면 외우기 쉽다. ü 위 어휘
들은 모두 ‘part’와 연관되는 어휘들이다.

D2N2R35

#

classify

분류하다 = sort

Ÿ class 수업; 등급; 강좌; *분류하다
Ÿ classic 고전적인; 대표적인; 명작 cf) classic music 고전 음악
Ÿ classification 분류, 범주
ü 이 세상의 자연물, 인공물, 그리고 개념은 same으로 분류되어 있다. part, class,
group 등은 layer(층)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class는 pyramid, caste system(카스트
제도)와 연관시키자. 참고로 pyramid의 상(上)은 new가 되고 하(下)는 old가 된다.

D2N3R36

#

truth

사실 = fact

Ÿ truth and untruth 진실과 거짓 = truth and lie, truth and false
Ÿ come true 실현되다 cf) hold true 사실이다, 유효하다
Ÿ factual 사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Ÿ *frankly 솔직히
ü true(사실인)의 명사형이 truth다. 참고로 white lie(악의 없는 거짓말)도 알아둡시다. ü myth
(신화/근거 없는 믿음)도 함께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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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드림]

랭

킹보카

온&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드립니다.
- 파워포인트 기초, 엑셀 기초, 워드 기초, 아래아한글 기초, 유튜브 기초, 영상 편집 기초, 음성 편집 기초, 포토샵 기초,
일러스터 기초
- 반복되는 모든 행위는 프로그램화가 가능하다. 예) 한글워드, 로봇청소기
- 전구 → 컴퓨터 → 휴대폰 → AI
- 하드웨어란? SSD, HDD, RAM ... : 인공물 물체
- 소프트웨어란? ppt, xlsx, hwp, pdf ... : 인공물 개념
- 단축키, 바이오스, 부팅, 다운, ctrl+alt+delete, 제어판, usb 허브, usb 빼는 법, HDMI, 시작프로그램, 파티션, 키보드
설명, 오른쪽버튼, 윈도우즈, 아이콘, 폴더(디렉토리), tray ...
- 확장자 : 문서, 음악, 영상 ...
- 입력 장치 : 키보드, 마우스 ...
- 출력 장치 : 모니터, 스피커 ...
- 압축하기, 캡처하기, 매크로, 토렌트, S/N, 정보검색법, 폰트 관리, 네이밍, 일괄 파일명 변경, 자동 온라인 백업, 자동
프라인 백업, 해킹, 개인 정보, 아이폰, 백신, 원격, 포맷하기, 마인드매핑

[가성비갑 자소설 첨삭]
10 퍼센트 이하 수정 : 첨삭
50 퍼센트 이하 수정 : 부분 대필
90 퍼센트 ~ 100 퍼센트 : 전체 대필
-

블로그에서 후기를 보세요.
무한 수정해드립니다.
카톡 또는 전화로 인터뷰합니다.
365일 24시간 카톡, 문자, 전화 가능합니다.
대필 비용은 대략 3만 ~ 10만입니다.
첨삭 비용은 대략 3만 ~ 5만입니다.
제출일, 글자수, 문항수를 알려주세요.
저는 표절을 하지 않아요.
면접 트레이닝도 합니다.

[작업순서]
1. 인터뷰
2. 입금
3. 하루에 한 문항 이상씩 작업해서 보내 줌
4. 무한 수정
5. 완성
6. 한 문항씩 내용 완성 후의 수정은 추가 비용 발생
7. 글자 수 줄이기
8. 종료

272

랭

킹보카

7가지의 일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일, 하기 싫은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일, 할 수 없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7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버묭

종이 플래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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