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어,反義語、反意語,同意語

愛する、憎む 사랑하다 미워하다,증오하다

会う、別れる 만나다,보다 헤어지다

明るい、暗い 밝다 어둡다
明日、昨日 내일 어제

上げる、下げる 들다 내리다, 낮추다, 숙이다（頭、手）

開ける、閉める 열다 닫다

預ける、預かる 맡기다 맡다

与える、もらう、、奪う 주다 받다、、빼앗다

暖かい、冷たい 따뜻하다、따스하다 차다,차갑다

新しい、古い 새롭다,새 낡다,오래되다,헐다

当たり、外れ 맞다（そのとおりだ） 변두리

当たる、誤る 밎다 틀리다

厚い、薄い 두껍다 얇다

暑い、冷たい（天気） 덥다, 드덥다（料理×） 춥다

暴く、隠す 들추어내다,폭로하다 감추다,숨가다

甘い、辛い 달다 맵다,  짜다（塩辛い）

あちら 、こちら 저쪽 이쪽

洗う、乾かす

씻다（汚れを落とす）
감다（髪を）
빨다（衣類を）
헹구다（すすぐ）

말리다

現れる、消える,隠れる 나타나다 사라지다、숨다

安全、危険 안전 위험

以上、以下 이상 이하

嫌がる、面白がる 싫어하다 재미있어하다

いやだ、面白い 싫다 제미있다

一昨日、明後日 그저께 모레

上の、下の 위의 아래

上着、下着 상의, 웃옷 속옷

浮く、沈む 뜨다 지다
生まれつき 태어나면서
有無 유무 있다 없다

心の表裏 겉 속

     野球の 초 말

      硬貨の 겉 안

売る、買う 팔다 사다

嬉しい、悲しい 기쁘다、반갑다 슬프다

嬉しがる、悲しがる 기뻐하다 슬퍼하다

遠近 원근 멀다 가깝다   지름 길（近道）

往復、片道 왕복 편도

多い、少ない 많다 적다

送る、受け取る 보내다 받다

見送る、迎える 배웅 아중하다

押す、引く 밀다,나르다 당기다

大人、小人 어른,성인(成人) 어린이

同じ、異なっている（違う） 같다 다르다

重い、軽い 무겁다 가볍다



奥、手前 안,속 바로,앞,이쪽

表、裏 겉,겉면 뒤

覚える、忘れる 기억하다,외우다 ,배우다 잊다,잊어버리다
回復する、悪化する 회복하다 악화하다

開閉（門など） 개페
열다, 열리다
풀다（包みなど）

닫다

加害者、被害者 가해자 피해자
拡大、縮小 확대 축소

過去、現在(未来) 과거 현재(미래)

家族、親戚 가족 친척

硬い、軟らかい 굳다 부드럽다,북신하다 

勝敗 （勝つ、負ける） 스애 이기다,승리하다 지다

借りる（貸す)、返す 빌리다 빌려주다(貸す),갚다(返す) 답려합니다

可愛い、憎い 예쁘다 추하다,못생기다,밉다
悲しむ、楽しむ 슬퍼하다 즐기다

可能、不可能 가능 스애

間接、直接 간접 직접

寒暖 한란계（寒暖計） 춥다 덥다

乾く、濡れる 마르다 젖다

簡単、複雑 간단하다,쉽다 복잡하다

危険、安全 위함 안전

着せる、脱がせる 입히다 벗기다

吉、凶 길 흉,불길

強弱 강약 강하다,세다,드세다 약하다

着る、脱ぐ 입다 벗다

きれいな、汚い 아름답다,예쁘다 더럽다

具体的、抽象的 구체적 추상적

黒字、赤字 흑자 적자

苦楽 고락 힘들다 편하다, 쉽다

けんか、仲直り 싸움,다톰 화해

原因、結果 원인 결과

肯定的、否定的 긍정적 부정적

合格、不合格 합격 불합격

高低 고저 높다 낮다

高低  (背が高い低い） 크다 작다

硬軟
굳다、딱딱하다
질기다（肉が）

부드럽다, 말랑하다

幸福、不幸 행복、다행 불행

国内、国外 국내 국외

個人、団体 개인 단체

午前、午後 오전 오후,새벽

左右 좌우 왼쪽, 오른쪽

最高、最低 최고 최저

最大、最小 최대 최소

最善、最悪 취선 최악

最初、最初に、最後、最後に  최초,처음에, 최후,마자막으로

賛成、反対 찬성 반대

子音、母音 자음 모음

市販、手製 시판 수제

終始 시종 시작하다 끝나다
集合、解散 집합 해산

始発、終電 시발 막차



就職、退職 취직,취업 퇴직,사직

出国、帰国 출국 귀국

出勤、退勤 출근 퇴근

出席、欠席 참석 결석

十分、不十分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上下 상하, 위아래 상, 위 아래,밑 , 속（服の）

乗降 승강 타다, 내려다 (-가다, -오다)

勝敗 （勝つ、負ける） 승패 이기다,승리하다 지다,패하다

上品、下品 점잔 천하다,상스럽다

静か、騒がしい 조용하다 시끄럽하다

上品だ、下品だ 고상하다 천하다

上手だ、下手だ 잘하다 서투르다,잘못하다

正直、嘘つき 정직 거짓말쟁이

自動、手動 자동 수동

実行、削除 실행 삭제

進行、停止 진행 정지

進退（進む、退く） 나아가다　전진하다 물러나다　물러서다
新品、中古 신품,새것 중고,중고품
身長、体重 키 체중
信じる、疑う 믿다 의심하다
吸う、吐く 마시다 토하다,내쉬다(息)

好き，嫌い 좋다 싫다

好く、嫌う 좋아하다 싫어하다

すぐに、後で 곧,당장,금방 나중데,이따가

優れる、劣る 우수하다 뒤지다

出席、欠席 출석 결석

素敵だ（おしゃれだ）、野暮だ(ださい) 멋(이) 있 멋(이) 없다（味気ない）

(気の利いた)

捨てる（落とす）、拾う 버리다、(떨어뜨리자) 줍다

する前に、した後に ~기 전에 ～(ㄴ/은)후에

清潔、不潔 깨끗하다 불결하다,더럽다

清潔だ、不潔だ 깨끗하다,정결하다 더럽다

正常、異常 정상 이상

整理する、散らかす 정리하다 어지르다

成功、失敗 성공 실패

戦争、平和 전쟁 평화

善悪 선악 선 악

前後 전후, 앞뒤 전（時間的）앞（空間的） 후, 뒤

全身、局所 전신 국

前進、後退 전진 후퇴

前回、今回 전회 이번

増加、減少 증가 감소

先天的、後天的 선천적 후천적

総合、単一 종합 단일

損得 득실（得失） 득 손

大小 대소 크다 작다
代金、お釣り 대금 거스름돈

大企業、中小企業 대기업 중소기업

高い、安い（値段） 비싸다 싸다

出し入れ 꺼내고넣다 내다(内から外)、꺼내다(外へ) 넣다



他殺、自殺 타살 자살

他人、身内 타인 일가,집안

正しい、間違い 옳다,바르다 잘못,실수

立つ、座る、倒れる 서다,일어서다 앉다、넘어지다

縦、横、斜め 종횡（縦横） 세로 가로,비스듬

暖房、冷房 낭방 냉방

楽しい、悲しい  즐겁다 슬프다

楽しみ、苦しみ 즐거움 괴로움

敵、味方 적  편

足りる、不足する 자라다 모자라다

単純、複雑 단순하다 복잡히다

男性、女性 남성 여성

縮める、伸ばす 줄이다 날이다

中央、地方 중앙 지방
膨らむ、縮む 부불다 오그라들다
着陸、離陸 착륙 이륙

登録、削除 등록 삭제

問い,答え 물음,질문 해답,답

強い、弱い 강하다,세다 약다

遠い、近い 멀다 가깝다

長所、短所 장점 단점

長い、短い
길다（空間が）
멀다（距離が）

짧다（長さが）

付ける、消す（電気を）

켜다
＊消す　火、明かり、文字
　邪魔者、姿

끄다

丁寧な、雑な 공손히 적당히

出入り(出る、入る) 츨입 나가다,나오다 들다, (들어가다,들어오다)

敵、味方 적 편,쪽

適当、不適当 적당하다,적절하다 부적당하다

出口、入口 출구,나가는 곳 입구,타는 곳

出迎え、見送り 마중 배웅,     바래다

天地 천지 천 지 、우주（宇宙）、세계（世界）

手放す、引き止める 놓다 말리다,붙잡다

特別、普通 특별 보통

同様だ、異なった 같다 다르다

年上、年下 연상 연하

内外 내외,안팎 안,속 밖,바깝、　国内外,국내외
内側、外側 안쪽 외측
直す、壊す 고치다,수리하다 부수다,깨다

長くなる、短くなる 길어지다 짧아지다

投げる、受ける 던지다,내던지다 받다

握る、離す 놓다 접다,쥐다

入院、退院 입원 퇴원

入学、卒業 입학 졸업

入金、出金 입금 출금

入場、退場 입장 퇴장
煮る、似る 삶다 닮다
逃がす、捕まえる 놓아주다,놓치다 잡다,붙잡다

寝かす、起こす 재우다 깨우다

寝る、起きる 자다 일어나다



年末、年始 연말 연초

濃淡 농담
짙다,진하다
짙다
짙다

싱겁다（味が）
옅다（色が）
희박하다（空気が）

伸びる、ちぢむ 깉어지다 줄어들다

乗る、降りる 타다 내려가다,내리다

乗せる、下す 태우다 내리다

昇る（上がる）、降りる 오르다 내려가다,내려오다

始まる、終わる 시작하다,ㅡㅡ되다 끝나다,마치다

始める、やめる 시작하다 그만두다

走る、歩く 달리다 닫다
貼る、剥がす 붙다 벗기다

売買 매매하다 팔다 사다

早い、遅い
빠르다（時間）
이르다（時期、速さ）

늦다
느리다,더디다

貼る、はがす 붙이다, 바르다 벗기다

くっつく、離れる 붙다 떨어지다

反対、賛成 반대 찬성

必然な、偶然  필연적인 우연

等しい、異なっている 같다 다르다

広い、狭い 넓다 좁다

拾う、捨てる 줍다 버리다

開く、閉じる 열리다 닫다

復習、予習 복습 예습

普通、特別 보통 특별

左回り、右回り 좌회전 우회전

右隣り、左隣り 우 옆 왼쪽 옆

深い、浅い 깊다 얕다

太い、細い 굵다 가늘다,

降る、止む 내리다,오다 맞다

減らす、増やす 줄이다 늘리다,불리다

減る、増える 줄다 늘다,불어나다

母音、子音 모음 자음 

掘る、埋める 파다 물다

満腹、空腹 부르다 고프다

守る、破る 지키다 어기다,깨다

前に、後ろに 먼저 나중

○，Ｘ 오　、동그라미 엑

見送る、出迎える 배웅하다,전송하다,바래다 마중나가다,마중하다

身内、他人 집안 타인

明暗 명암 밝다 어둡다

明後日、一昨日 모레 그저께

もらう、返す 받다 돌려주다,갚다

優しい、こわい 친절하다 무섭다

有効、無効 유효하다 무효하다

有利、不利 유리 불리

優越感、劣等感 우월 열등

良い、悪い 좋다 나쁘다

良性、悪性 양성 악성
良くなる、悪くなる 좋아지다 나빠지다



喜び、怒り 기쁨 노염,분노

喜ぶ、悲しむ 기뻐하다 슬퍼하다

利害 이해 이익 해
両方、片方 서로 한쪽
離婚、再婚 이혼 재혼
若い、年寄り 젊다 나이, 늙다
別れる、付き合う、出会う 헤어지다 사고다,만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