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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ttery of 수많은

absorb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access 이용, 접근권

a beam of light 한 줄기의 빛

access 이용하다, 접근하다

a body of 다수의, 일단의

absorb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absorb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a body of 일련의, 일단의

absorb 흡수하다

a case in point 대표적인 예

absorb 흡수하다
absorb 흡수하다

access 접근

a drop in the bucket 새 발의
피, 아주 보잘것없고 적은 양
a fair amount of 상당한 양의

absorb 흡수하다
abstract 추상적인

access 접근(권)
access 접근, 이용
access 접근, 접속

a
a
a
a
a
a

abstract 추상적인

access 접근하다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access 접근하다
access 접속하다
accessibility 접근성

a course of action 행동 방침

fly in the ointment 허점
good deal of 많은 양의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great deal 많음, 다량
handful of 소수의

a minority of 소수의
a multiplicity of 많은, 다양한
a multitude of 많은, 다수의
a
a
a
a
a

range of 다양한
range of 아주 다양한
range of 여러, 다양한
reasonable body of 방대한 양의
series of 일련의

a series of 일련의
a suite of 일련의, 한 세트[벌]의
a variety of 다양한
a wide array of 다양한, 다수의,
폭넓은
abandon 그만두다
abandon 버리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abide by ~을 따르다

abide by ~을 지키다, ~을 준수하다
ability 기량, 능력
abnormal 비정상적인
abnormal 비정상적인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Aboriginal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abound 아주 많다, 풍부하다

abrupt 갑작스러운
abrupt 갑작스러운

absence 부재(함)
absence 없음, 부재
absentmindedly 멍하니
absolute 절대의, 절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absolu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absolutely 전적으로
absolutely 전혀(부정의 의미를 강
조), 완전히

absorb 흡수하다

추상적인
추상적인
추상적인
추상적인

abstraction 추상 관념, 추출
abstraction 추상화, 추상적 개념

absurd 터무니없는
absurd 터무니없는, 부조리한

abundance 과잉, 풍부
abundance 풍부함

access 이용하다, 접근하다
access 접근
access 접근 (기회)

accessi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접근성, 접근하기 쉬움
accessible
accessible
수 있는
accessible
accessible

사용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할
얻기 쉬운, 활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abundance 풍요, 충만

accessible 접근 가능한

abundant 많은, 풍부한
abundant 많은, 풍부한
abundant 풍부한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는

abundant 풍부한
abuse 남용하다, 오용하다
abuse 학대, 남용
academic pursuit 면학
academic 교수
academic 교수; 학업의

accidental 우발적인, 우연의
accidental 우연한

academic 대학 교수
academic 학문적인
academician 학자

acaricide 진드기 살충제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e 속력이 더해지다, 빨라지다

acceleration 가속
acceleration 가속
accentuate 눈에 띄게 하다, 두드
러지게 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ance 수용
acceptance 수용, 받아들임
access code 접속 코드
access to ~에의 접근

absolutely 절대적으로

access 이용, 접근

absolutely 정말, 절대적으로
absorb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access 이용, 접근
access 이용,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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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e oneself 자신을 적
응시키다[맞추다]
accommodate 담다, 수용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부응하다
accommodation 거처, 숙소

accommodation 수용
accommodation 숙박 시설
accommodation 숙소, 숙박 시설

accommodative 수용적인, 순응적인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accompany (~과) 동시에 일어나
다, 동행하다
accompany ~와 동시에 일어나다, 동
반하다

accompany ~을 동반하다
accompany 동반[수반]하다
accompany 동반하다

accompany
accompany
accompany
accompany
accompany
accompany

동반하다
동반하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동행하다
동행하다

accompany 수반하다, 동반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매일 학습용
Day 1

연번

Meaning

Answer

1

expertise

전문 지식

2

countless

수많은, 무수한

3

nonprofit

비영리 단체; 비영리적인

4

provide

제공하다

5

value

소중히 여기다; 가치

6

festive

축제 분위기의, 축제일 같은

7

install

설치하다

8

sponsorship

후원, 협찬

9

income

수입

10

reputation

평판, 명성

11

leftover

남은 음식; 남은, 나머지의

12

muscular

근육질의, 근육의

13

faint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희미한, 아주적은

14

uplifting

행복감[희망]을 주는

15

innovation

혁신

16

barrier

장벽, 방벽, 장애(물)

17

emerge

생겨나다, 드러나다

18

dwelling

집[주택], 주거

19

witness

목격하다; 증인, 목격자

20

sensibility

(예술적) 감성[감수성]

21

informative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유익한

22

specify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상세히 밝히다

23

denial

부정, 거절[거부]

24

hatred

증오, 혐오

25

chemical

화학제품, 화학물질; 화학적인, 화학의

26

obsessively

도가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27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28

alternative

대안; 대안의

29

meditation

명상

30

overrule

좌우하다, 압도하다, 지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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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6월)

Sport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 Imagine bank customers buying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or consumers ①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 We know that some sport followers are so ②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 This addiction provides the emotional glue that binds fans to teams, and
maintains loyalty even in the face of on-field ③ failure.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 fans,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organisations have strong attachments to the past through
nostalgia and club tradition. As a result, they may ④ increas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For example,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urs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may be ⑤
defeated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
* memorabilia: 기념품 ** obsession: 집착

58. ④
스포츠는 그것의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이 좀처럼 일으키지 못하는 종류의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은행 고객이 그들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념품을 구업하거나, 고객이 그들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해 매우 강한 동질감을 가져서 회사 로고로 문신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일부 스포츠 추종자들이 선
수, 팀,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그들의 관심이 집착에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런 중독은 팬을 팀과 묶어주는 정서적 접착제를 제공하고, 구장에서 일어나는 실패에도 충성심을 유지하게 한
다. 대부분의 관리자는 스포츠팬만큼 그들 제품에 열정적인 고객을 가지기를 오직 꿈꾸지만, 스포츠로 인해 촉
발되는 감정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의 정서적 격렬함은 조직이 향수와 클럽 전통을 통
해 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결과, 그것[조직]은 효율성, 생산성 및 변
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늘릴(→무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더 매력적인 이미지
를 투사하기 위해 클럽 깃발을 바꾸자는 제안은 그것이 전통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
[深深解]
스포츠는 팬에게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켜 강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는 반면에, 그로 인해 조직이 과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조직이 향수와 클럽 전
통을 통해 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 생산성 및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④의 increase를 ignore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어휘]
trigger 촉발시키다

bring forth ~을 일으키다[낳다]

identify with ~ 과 동질감을 갖다

tattoo 문신

border on ~ 에 아주 가깝다

obsession 집 착, 강박관념

addiction 중독

glue 접착제

intensity 강렬함, 강도

attachment 애착(물)

project 투사하다

break a link with ~과의 관계를 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