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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공부하지 말고 그냥 게임만 하세요 ! 
가장 유용한 1000 단어를 배우세요. 

혼자 게임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하세요 ! 
지금 앱을 다운받으세요 ! 

1. 게임 방법 

목적 
이미지를 보고 올바른 단어를 맞추세요. 라운드 당 10 개의 질
문에 답하세요. 

Solo 모드 (싱글 플레이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올바른 단어를 맞춰보세요. 정답 당 10 개
의 금화를 받습니다. 타이머는 기본 5 초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설정 창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금화를 
얻지 못합니다. 

멀티 플레이어 
여기서는 상대보다 빨라야 합니다. 타이머가 5 초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전 세계의 연결된 플레이어 또
는 (2) 친구와 대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게임할 때는 한 명
의 플레이어가 방과 비밀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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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는 해당 코드로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플레이
어 게임을 하려면 100 개의 금화가 필요합니다. 승자는 패자로
부터 100 개의 금화를 받습니다. 

설정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고 게임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통계 
통계는 사용자의 실적을 기록합니다. "Force"는 평균 점수 x 
승률 입니다. 

경기 기록 
경기 기록은 마지막 5 번의 전투 결과를 보여 줍니다. 

2. FAQ - 자주하는 질문 

1. 앱이 무료입니까? - 아니요, 앱의 가격은 1 달러입니다. 가격
을 한 번만 지불하면 게임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없음 / 인앱 구매 없음. 
2.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합니까? - Apple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중국 본토의 
경우, 중국 용 App Store에서 중국어 iOS 버전을 다운로드하
세요. Android 버전은 현재 중국 본토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
다. 이 페이지 상단의 상점 링크를 사용하세요. 
3. 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Wi-Fi 또는 데이터). Solo 모드에서 단독으로 게임하



는 경우에도 앱은 서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앱은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멀티 플레이어 : 상대를 기다리는 대기 페이지를 나가려고 
합니다. -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휴대 전화 / 태블릿의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Apple 기기에는 이 버튼
이 없습니다 :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여세요. 
5. 멀티 플레이어 : 전투 중에 나가고 싶습니다. - 화면 오른쪽 
상단의 “X" 종료 버튼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나가면, 당신의 상
대는 10대 0으로 자동으로 승리합니다. 전투 중에 “홈"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여전히 게
임에서 승리하지만 5 ~ 7 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게임
을 끝까지 하시고, 꼭 나가야 할 경우 “X" 종료 버튼을 사용하
세요. 
6. “홈" 버튼을 사용하여 앱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면 - 앱이 
리로드 하려면 3 ~ 5 초가 걸립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리로드 하기 전에 새 게임을 시작하
면 게임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앱을 닫고 다시 
시작하세요. 
7. 기타 작은 에러 -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치에서 
앱을 테스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에러가 날 경우, 앱을 닫
고 다시 시작하세요. 
8. 질문이 있습니다. / 문제를 보고하고 싶습니다. - 
info@play2smar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Facebook, Twitter 또는 Instagram을 통해 연락하세요. 
VocaWars 1000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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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에 관한 정보 

방법론 
이 게임에 사용된 1000 개의 단어는 (1) 사용 빈도, (2) 일상 
대화에서의 유용성 및 (3) 영어 어휘 구축을 위한 중요도에 따
라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 1000 단어를 습득하면 모
든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휘를 갖게됩니다. 

이미지 / 콘텐츠 
각 이미지를 정답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선택하고 편집했습니
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콘
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스톡 이미지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학습 보다는 게임에 더 가까운 앱 
많은 사용자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할 것입니
다. 그러나 VocaWars를 단지 재미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VocaWars는 특히 전투 모드에서 흥미진진한 퀴즈 
게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