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EBS 수능 연계
교재(전체)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의, 보통을 넘는
abruptly 갑자기, 돌연히
absence 부재

(수능특강, 인터넷 독해 I, II, 수능완성)

absolute 절대적인

어휘 목록(알파벳 순)

absolute 절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완전한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으로 파악이 되는 단어, 고유명사, 전문 용어 등
은 열심히 외우지 마세요. 반복되는 단어는 확실히 암

absolu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absolutely 정말, 절대적으로

기해야 합니다. 파생어는 개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absorb 몰입하게 하다

기본 어휘를 암기하세요. 사전을 찾아서 표시하고, 예

absorb 몰입하게 하다, 흡수하다

문과 함께 하염없이 읽으세요. 문장을 읽으면 단어의

absorb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의미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반복해서 읽으세요. 사
전에 길이 있습니다. 반복 학습에 길이 있습니다.)

absorb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absorb 흡수하다

9 to 5 existence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absorb 흡수하다

일상적인 생활

abstract 요약하다, 추출하다

a big deal 대단한 일

abstract 추상적인

a cloud of 많은

abstract 추상적인

a cut above ~보다 나은

abstractness 추상성

a good deal 상당히, 많이; 상당량

absurd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는

a great deal of 많은

absurd 터무니없는

a great deal 상당한 양, 다량

absurd 터무니없는

a mountain of 방대한, 산더미 같은

absurd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a plot of land 한 구획의 땅

abundance 풍요, 풍부함

a range of 다양한

abundant 많은, 풍부한

a round of applause 한 차례의 박수 (갈

abundant 아주 많은, 풍부한

채)

abundant 풍부한

a serious of 일련의

abundantly 많이, 풍부하게

a set of 한 조의 ~, 일련의 ~

abundantly 풍부하게, 많이

a stream of 끊임없는

abuse 악용, 학대

a string of 연속되는 ~, 일련의 ~

abuse 오용, 학대, 남용

a thousand and one 무수히 많은

abuse 학대하다

a tower of strength (힘들 때) 의지가 되

academic ability 학업 능력

는 사람

academic 대학생, 대학교수

a variety of 다양한, 여러 가지의

academic 비실용적인, 학구적인

a whole host of 대단히 많은 ~

academic 학문의

a wide array of 다수의 ~

accelerate 속도를 높이다, 가속하다

abandon 버리다

accelerate 촉진시키다, 가속화하다

abandon 버리다

accept 받아들이다

abiding 변치 않는, 지속적인

acce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boriginal 호주 원주민의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

above and beyond ~외에도, ~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