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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암기한다!
#

Words

2022년

월

On Your Own

Meaning

일
Derivatives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critic

2

distinction

구별, 차이

distinct

3

standing

입지, 입장

4

put forward

~을 제시하다[제안하다]

5

inferior to

~보다 열등한

6

provisional

잠정적인

7

hypothesis

가설 (pl . hypotheses)

8

qualified

자격이 있는, 적임의

9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10

approximation

근사치

approximate

11

scholarly

학문적인, 학자다운

scholar

12

scarcely

거의 ~ 아니다

scarce

13

debate

논쟁, 토론

14

illustrate

예증하다, 삽화를 넣다

15

class-conflict

계급 투쟁(의)

16

ideology

이데올로기, 이념

17

emphasis

강조, 중요성 (pl . emphases)

1강-2

a body of

다량[다수]의

19

perception

인식

20

passive

수동적인

21

ocean current

해류

22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23

competency

능력, 유능함

24

habitat

서식지

25

favorable

알맞은, 유리한, 호의적인

26

coral reef

산호초

27

emit

발산하다, 방출하다

28

stimulus

자극 (pl . stimuli)

29

ascend

올라가다, 기어오르다

30

parachute

낙하산

31

maintenance

유지, 지속, 보수

maintain

32

diversity

다양성

diverse

33

preference

선호(도)

prefer

commitment

몰입, 전념, 헌신, 약속

question

의심하다, 질문하다

1강-1

1강-3
35

qualify

illustration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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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ly 정말로, 완전히

acceptance 승인

absolute 절대적인

acceptance 받아들임, 수용

absorb 부담하다, 흡수하다

accepted 일반적으로 인정된, 용인된

absorb 흡수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 반복되는 어휘를 우선 암기하세요.

absorb 흡수하다

access 접근

· 매일 암기하세요.

absorb 흡수하다

access 접근

· 파생어를 생각하면서 암기하세요.

absorption 흡수

access 접근, 접속, 이용하는 기회

absorption 흡수, 통합

access 접근하다

(big) bad wolf 나쁜 늑대(문제를 일

abstract 추상적인

access 참여[이용] 권한

으키는 사물이나 사람)

abstract 추상적인

accessibility 이해하기 쉬움, 가까이하

~ at large ~ 전체, 전체 ~

abstract 추상적인

기 쉬움

a blanket of 짙게 드리운[두텁게 내

abstract 추상적인

accessibility 입수할 수 있음

려앉은] ~, 온 누리를 덮은

abstract 추상적인

accessibility 접근성, 접근하기 쉬움

a body of 다량[다수]의

abstract 추상적인

accessible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a host of 다수의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쉬운

A is to B what C is to D A와 B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accessible 다가가기 쉬운, 접근 가능한

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bstraction 추상 작용, 추상, 추출

access 접근 방법[수단], 접촉 기회

A is to B what C is to D A와 B

abstractly 추상적으로

access 접근; 접근하다, 접속하다

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bstractly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access 접속

a matter of 대략, 약

abstract 분리하다, 떼어 내다

accident 우연

a mess of 많은

abstract 추상적인

accommodate 수용하다

a minimum of 최소한의

absurdity 부조리

accommodate 수용하다

a point of honour 명예에 관한 문제

abundance 풍부함

accommodate 수용하다

a range of 다양한

abundant 풍부한

accommodation 숙소

a range of 다양한

abuse 남용하다

accommodation 숙소, 숙박 시설

a row of 일렬의

abuse 학대

accompaniment 반주(伴奏)

a stone’s throw 매우 가까운 거리

abuse 학대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a stream of (연속되는) 일련의

academic 교수; 학문의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a tower of strength 남이 의지할

academic 학문의, 학문적인

accompany 곁들이다, 보태다, 동반

수 있는 존재

academic 학문의, 학문적인

하다

abandon 버리다

academic 학문적인

accompany 동반하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academic 학업의

accompany 동반하다

abandon 버리다, 유기하다, 포기하다

academic 학업의

accompany 동반하다

abandon 포기하다

academic 이론적인, 학술적인

accompany 동반하다

abnormal 비정상적인

accelerate 가속화되다

accompany 수반하다

abound 넘쳐 나다, 아주 많다, 풍부

accelerate 가속화하다, 촉진하다

accompany 수반하다

하다

accelerate 속도를 높이다, 가속하다

accompany 함께 가다, 동행하다

above chance (level) 우연의 확률

accelerate 가속하다

accomplish 달성하다, 성취하다

을 넘는

acceleration 가속

accomplish 달성하다, 이루다

abruptly 갑자기

accent 억양

accomplish 성취하다

absence 부재

accent 억양

accomplish 성취하다

absence 없음, 부재

accent 억양

accomplish 성취하다

absence 부재, 결핍

accentuate 강조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absolute 완전한, 절대적인

accentuate 강조하다

accomplishment 성과, 업적

absolute 절대적인

accept 받아들이다

accomplishment 성취

absolutely 절대적으로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accomplishment 성취, 성과, 업적

acceptable 용인되는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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