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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001 organizer n. 조직자, 창시자, 주최자 

unfortunately ad.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aware a. 알고있는, 인식하는 

registration n. 등록, 접수

appreciate v. 감사하다 

allow v. 허락하다, 허용하다

register v. 등록하다

additionally ad. 추가적으로

grateful a.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sincerely ad. 진심으로, (격식갖춘 편지) ~올림

in regards to ~에 관해서

take place 개최되다[일어나다]            

look forward to 
(*ing/N) 

~를 기대하다            

002 approve v. 찬성하다, 승인하다

request n. 요청, 요구 

tuition n. 등록금, 수업료

inform v. 알리다, 통보하다 

sign v. 서명하다

payment n. 급여, 지불

financial a. 재정상의, 금융의

relief n. 완화, 도움

difference n. 차이

focus v. 집중하다 

enable v. ~을 가능하게 하다

perform v. 수행하다

contribute v. 기여하다

appreciate v. 감사하다

support n. 지원, 후원

faith n. 신뢰, 믿음

would like to  ~하고 싶다         

pay for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003 citizen n. 시민, 주민

central a. 중앙의 

series n. 일련, 연속(물)

homeless n. 노숙자, 집 없는 사람

necessity n. 필수품

donate v. 기부하다, 기증하다

canned a. 통조림으로 된

goods n. 상품, 제품

blanket n. 담요

donation n. 기부, 기증

community n. 공동체, 지역사회

fellow a. 같은 처지에 있는

desperate a. 극도의, 절실한

sincerely ad. 진심으로, (격식갖춘 편지) ~올림

thousands of 수천의, 무수한, 많은           

004 popular a. 대중적인, 인기 있는

attract v. 끌어들이다, 매혹하다

industry n. 산업

accessible a. 접근할 수 있는

increasingly ad. 점점 더, 갈수록 더

copy v. 복사하다, 복제하다

budding a. 싹트기 시작하는, 신예의

steal v. 훔치다, 도용하다

own a. 자신의

license n. 면허, 허가 v. 허가하다

protect v. 보호하다, 보장하다

original a. 원래의, 독창적인 

right n. 권리

permission n. 허락, 허가

still ad. 여전히

preserve v.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exist v. 존재하다

005 delighted a. 아주 기뻐하는

accept v. 받아들이다

royal a. 왕족의, 왕의

department n. 부서, 학과

particularly ad. 특히, 특별히

pleased a.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deserve v. ~할 자격이 있다

success n. 성공, 성공한 사람, 성공작

proud a. 자랑스러워하는

006 consideration n. 고심, 생각,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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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 다양한

strengthen v. 강화하다, 강력해지다

bond n. 유대, 결합

among prep.~사이에

such as 예를 들어, ~과 같은            

way of *ing ~하는 방식(방법)            

stay away (from) 접근하지[가까이 가지] 않다           

008 risk n. 위험 

natural a. 자연스러운

confront v. 맞서다, 닥치다

situation n. 상황, 위치[환경]

tendency n. 경향, 성향

focus v. 집중하다

unsure a. 불확실한, 자신 없는

edge n. 끝, 가장자리

slope n. 경사지, (산)비탈, 경사면

determine v. 결정하다, 알아내다

steep a. 높은, 가파른

analyze v. 분석하다, 조사하다 

master v. 숙달하다, ~을 완전히 익히다 

through ad. 지나[뚫고서], ~ 사이로, 
통과하여

concentrate v. 집중하다, 모으다

separate v.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ultimate a. 궁극적인 n. 극치

commit v. 약속하다, 전념하다

effort n. 수고, 노력, 공

avoidance n. 회피, 방지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end up (*ing/N) 결국 ~하고 말다, 하게 되다           

separate from ~에서 분리하다[떼어놓다]           

start with ~부터 시작하다            

009 skip v. 건너뛰다, 빼먹다

fuel n. 연료

expert n. 전문가 

nutritious a. 건강에 좋은, 영양가가 높은 

fully ad. 완전히, 충분히 

concentrate v. 집중하다, 모으다 

conclusion  n. 결론, 판단

association n. 협회, 연합, 조합

distinctly  ad. 분명하게, 뚜렷하게

contributor n. 공헌자

mission  n. 임무, 계획

resign v. 사임하다, 그만두다 

sincerely ad. 진심으로

success n. 성공

no longer 더 이상 ~아닌[하지 않는]             

Chapter
  02

007 state n. 상태

subtle a. 미묘한, 간접적인, 민감한

expression n. 표현, 표정

through prep. ~을 통해

facial a. 얼굴의 

enthusiasm n. 열정, 열광 

depression n. 우울, 침체 

discouragement n. 낙심, 좌절

drag v. 질질 끌다

entire a. 전체의

organization n. 조직, 기구

positive a.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신하는

magnet n. 자석, 자철

naturally ad. 자연스럽게, 저절로

gravitate v. 인력에 끌리다

inspire v. 고무하다, 영감을 주다

attract v. 끌어들이다, 매혹하다

conversely ad. 역으로, 거꾸로

emit v. 내뿜다, 발산하다

negative a. 부정적인, 나쁜

irritable a. 화가 난

bossy a.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follower n. 신봉자, 추종자

influence n. 영향

necessity n. 필요성

analyze v. 분석하다,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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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v. 풀다, 해결하다

extra a. 여분의, 추가의 ad. 추가로 

bowl n. 그릇, 사발 

oatmeal n. 오트밀

meal n. 식사 

clearly ad. 분명히, 명료하게, 알기 쉽게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go to bed 자다, 취침하다 

010 medication n. 약물, 의약품 

correctly ad. 바르게, 정확하게 

ineffective a. 효과 없는, 헛된, 쓸모 없는 

properly ad. 적절하게, 올바르게 

moisture n. 습기, 수분 

chemical a. 화학적인, 화학의

breakdown n. (기계의) 고장, (화학) 분해

refrigerator n. 냉장고 

unit n. 기계, 장치

spoil v. 망치다, 상하다

require n.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refrigeration n. 냉장, 냉동, 냉각 

label v. 라벨을 붙이다, 적다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air-tight a. 밀폐된 

effect n. 효능, 효과

closet n. 벽장

bet n. 방책

storage n. 저장, 보관 

reach v. ~에 이르다, 손을 뻗다 

various a. 다양한 

proper a. 고유의, 적절한

timely a. 때맞춘, 적시의 

treatment n. 대우, 치료 

benefit n. 이익, 혜택

keep A out of the 
reach of B

B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A를 
보관하다

way of *ing ~하는 방식(방법)                        

011 renewable a. 재생 가능한 

source n. 원천, 근원

flood v. 침수하다 

whole a. 전체의, 온전한

entire a. 전체의 

drown v. 잠기게 하다 

release v. 내보내다, 방출하다

usual a. 보통의, 평소의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downstream a. 강 하류의 ad. 하류로 

riverbank n. 강기슭, 강둑 

destroy v. 파괴하다, 죽이다 

effect  n. 영향, 결과

observe v. 관찰하다, 보다 

salmon n. 연어 

upstream ad. 상류로 

lay v. (알을) 낳다

block v. 막다, 방해하다 

cycle n. 주기

necessity n. 필요성 

popularity n. 대중성, 인기 

protect v. 보호하다, 보장하다 

environment n. 환경, 상황 

move to 이사하다, 이주하다            

than usual 평소보다                        

wash away ~을 (휩)쓸어 버리다                        

012 identify v. 확인하다, 발견하다

value n. 가치

frustrate v. 좌절시키다, 방해하다

upset v. 속상하게 만들다

indicate v. 나타내다

misdirect v.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다

passion n. 열정, 격정

specific a. 특정한, 구체적인, 명확한

times n. 시대, 때

mad a. 미친, 화가 난

frustrated a. 낙담한, 좌절된

situation n. 상황, 위치[환경]

description n. 묘사, 서술

reflect v.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phrase n. 문구,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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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v. 따라가다

intuition n. 직감, 직관

develop v. 개발하다, 계발하다

sensitivity n. 감수성

adventure n. 모험, 모험심

leave out (of) ~을 빼다[배제시키다]            

insist on ~을 강력히 주장하다           

cut A off A를 단절 시키다

go ahead 앞서가다[도착하다]            

be likely (to) ~일 것 같다, ~할 것 같다, ~하기 쉽다           

014 research n. 연구, 조사

evidence n. 증거

perform v. 수행하다

incorporate v. 통합하다

relate v. 관련시키다

relationship n. 관계, 관련

disadvantage n. 약점, 불리함 

pupil n. 학생

improve v. 개선하다, 나아지다

numeracy n. (기본적인) 산술능력, 수리감각

since conj., ~때문에 

emphasize v. 강조하다

ratio n. 비율

proportion n. 비례

investigate v. 연구하다

grade n. 학년

integrate v. 통합하다

conclude v. ~의 결론을 내리다 

positive a. 긍정적인

effect n. 영향, 결과

mathematical a. 수리적인

ability n. 재능, 능력

problem solving 문제해결           

application n. 응용

be related with ~와 관련되어 있다           

015 responsibility n. 책임(감) 

respect v. 존중하다

interact v. 상호작용하다

annoyed a. 짜증이 난, 약이 오른, 화가 난

perhaps ad. 아마도

resourcefulness n. 자원이 풍부함, 꾀가 많음

independence n. 독립(심) 

negative a. 부정적인, 나쁜

clue n. 단서, 실마리

moral a. 도덕의, 윤리의

helper n. 조수, 도우미

craft v. 공들여 만들다

write down ~을 적다, 기록하다            

reflect on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계산하다            

for oneself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Chapter
  03

013 involve v. 관련되다

control v. 지배하다

logical a. 논리적인

intuitive a. 직감하는, 직관적인

leave v. 떠나다, 남겨두다

process n. 과정

insist v. 주장하다

inner a. 내부의

joy n. 기쁨

provide v. 제공하다, 공급하다

addiction n. 중독

allow v. 허락하다 

freedom n. 자유

decide v. 결정하다, 결심하다

explore v. 탐험하다

neighborhood n. 인근, 이웃 

curiosity n. 호기심

guide n. 지침

attract v. 끌어들이다

introduce v. 소개하다

likely a. 그럴듯한, 그럴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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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a. 긍정적인

fascinated a. 매료된

develop v. 발전하다, 개발하다

connection n. 연관성

relationship n. 관계

importantly ad. 중요하게

leave v. 남겨두다

chase v. 뒤쫓다

wild a. 야생의 

establish v. 심어주다

huge a. 막대한, 거대한

development n. 발전, 발달

compassion n. 연민

fellow n. 동료

interact with ~와 교감하다           

be fascinated by ~에 의해 매료되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함께]            

leave A alone A를 내버려두다

play a ~ role in ~한 역할을 수행하다

016 appear v. ~로 보이다 

unsolvable a. 해결할 수 없는 

social a. 사회적인

discuss v. 토론하다, 의논하다

serious a. 심각한

share v. 공유하다

opinion n. 의견 

solution n. 해결책

experiment n. 실험

conduct v. 수행하다, 하다

satisfaction n. 만족

introduce v. 소개하다

similar a. 유사한, 비슷한

situation n. 상황

leave v. 남겨두다

own a. 자신의

deal v. 다루다

concern n. 걱정

interact v. 상호 작용하다

reduce v. 줄이다

improvement n. 개선

introduce A to B A를 B에 소개시켜 주다

on one’s own 스스로, 혼자서            

deal with (문제·과제 등을) 처리하다            

interact with ~와 교감하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017 ever ad. 이전에

expression n. 표현

mean v. 의미하다

responsibility n. 책임(감)

colorful a. 화려한, 다채로운 

appeal v, 매력을 끌다 

economy n. 경제

ability n. 재능, 능력

convey v. 전달하다

description n. 서술, 설명 

emotion n. 감정, 정서 

situation n. 상황

harm v. 해치다

suffer v. (고통을)겪다

fate n. 운명

familiar a. 친숙한, 잘 아는 

swiftly ad. 신속히, 빨리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effective a. 효과적인

ultimately ad. 궁극적으로

diminish v. 줄어들다 

strength n. 강점

effectiveness n. 효과성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018 natural a. 당연한

frustrated a. 좌절된

depend v. 달려있다

priority n. 우선 순위

stick v. 지키다, 고수하다

rigid a. 엄격한, 완고한

schedule n. 일정,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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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e a. 긴장한, 긴장된 

moment n. 순간, 잠깐 

shout v. 외치다, 소리 

ambulance n. 구급차 

reply v. 대답하다 

festive a. 축제의, 흥겨운 

urgent a. 긴급한, 절박한 

romantic a. 낭만적인 

mysterious a. 불가사의한, 기이한 

monotonous a. 단조로운, 지루한 

be about to 막 ~하려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020 aisle n. 통로

sweets n. 사탕

temptation n. 유혹

exclaim v. 외치다, 감탄하다

row n. 줄, 열

cautious a. 조심스러운, 신중한

grab v. 붙잡다, 잡아채다

tight a. 꽉 끼는, [움켜쥠이]강한

grip n. 꽉 잡음

sigh v. 한숨을 쉬다

disappointed a. 낙담한, 실망한

embarrassed a. 어색한, 당황한

satisfied a. 만족한, 충족된

annoyed a. 짜증이 난, 약이 오른

relieved a. 안도하는, 다행으로 여기는

delighted a. 아주 기뻐하는

jealous a. 시기하는, 질투하는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많은            

stop to ~하기 위해서 멈추다             

say hello to 인사하다            

be about to 막 ~하려하다            

look up 올려다 보다            

021 runway n. 활주로  

toward prep. ~ 쪽으로, 향해서, ~쪽에(있는)

ocean n. 대양, 바다, ~양(洋) 

take-off n. 이륙, 도약 

available v. 시간이 비다

general a. 일반적인

flow n. 흐름

clearly ad. 분명히

peaceful a. 평화로운

prioritize v. 우선순위를 매기다

flexibility n. 유연함

rigidity n. 엄격함

helpful a. 도움이 되는

expect v. 염두하다

certain a. 확실한

percentage n. 백분율, 비율

mind n. 마음

inevitability n. 불가피함

happen v. 발생하다

stick to 고수하다 

be available to 시간이 비다 

go with ~을 따르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Chapter
  04

019 emergency n. 비상(사태), 응급

quickly ad. 빨리 

trembling a. 전율하는, 떨리는 

race v. 바쁘게 돌아가다 

instruct v. 지시하다 

CPR n. 심폐소생술

steady a. 지속적인, 꾸준한, 안정된 

shake v. 떨리다

situation n. 상황, 위치[환경] 

absolutely ad. 절대적으로, 물론 

critical a. 중요한, 위험한 

while conj. ~하는 동안에

perform v. 수행하다

immediately ad. 즉시, 즉각 

notify v. 알리다, 통보하다 

nearby a.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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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n. 모래, 모래사장

bang n. 쾅 하는 소리 

flame n. 불꽃, 화염

engine n. 동력, 엔진

control n. 통제

explosion n. 폭발

radar n. 레이더, 전파 탐지기 

screen n. 화면, 상영관

scene n. 현장,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

sink v. 침몰하다, 가라앉다

festive a. 축제의, 흥겨운 

peaceful a. 평화로운

urgent a. 긴급한, 절박한 

humorous a. 유머가 넘치는, 우스운 

arrive at 도착하다, ~에 이르다            

022 return v. 돌아오다

immediately ad. 즉시, 즉각, 바로 

realize v.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incredibly ad. 엄청나게, 믿을 수 없이 

order n. 순서, 질서

sink n. 싱크대, 개수대

mess n. 엉망, 혼란

tremble v. 떨다

badly ad. 심하게, 몹시 

hardly ad. 거의 ~아니다 

still a. 움직임이 없는, 가만히 있는 

whisper v. 속삭이다

might aux. ~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

neighbor n. 이웃, 주변 사람

guilty a. 유죄의, 죄책감을 느끼는 

scared a. 무서운, 두려워하는 

thankful a. 감사하는

proud a. 자랑스러워하는 

lead to ~로 이어지다, ~로 통하다            

turn on ~을 켜다           

out of order 고장 난, 정리가 안 된           

hundreds of 수백의 ~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다            

break in 침입하다, 방해하다, 훈련시키다             

023 grocery n. 식료품 잡화점, 잡화류

realize v.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leave v. 남겨두다

purse n. 핸드백, 지갑

beat v. (심장이) 고동치다 

rush v. 돌진하다, 서두르다

frantically ad. 미친 듯이, 흥분하여 

search v. 수색하다, 찾다

right ad. 바로, 완전히

moment n. 순간, 잠깐 

familiar a. 친숙한, 잘 아는, 익숙한 

fortunately ad. 다행히 

anxious a. 불안해하는, 열망하는 

relieved a. 안도하는, 다행으로 여기는 

jealous a. 시기하는, 질투하는 

ashamed a. 부끄러운

disappointed a. 낙담한, 실망한 

delighted a. 아주 기뻐하는 

indifferent a. 무관심한, 그저 그런 

curious a. 호기심이 많은, 기이한 

hop on (비행기, 기차 등에) 타다            

reach for ~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 (뻗다)           

get by 그럭저럭 살아[해] 나가다            

say to oneself 독백하다, 마음 속으로 생각하다            

arrive at 도착하다, ~에 이르다            

search for ~를 찾다            

catch one’s eye 눈길을 끌다           

024 organize v. 정리하다

wonder v. 궁금해하다, 놀라다

since conj. ~때문에

still ad. 여전히, 아직

asleep a. 잠이 든, 잠들어 있는

downstairs n. 아래층

investigate v. 수사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reply v. 대답하다

scream v. 소리치다

unexpected a. 예기치 않은, 뜻밖의



  Green: 중학필수          Blue: 고등기본          Red: 고등실력          Purple: 최상위권          Brown: 숙어

9단어장  

well-known a. 유명한

knowledge n. 지식, 학식 

despite prep. ~에도 불구하고 

fame n. 명성

actually ad. 사실상, 실제로 

publish v. 발표하다, 출판하다 

reach v. ~에 이르다, 도달하다 

in total 전체로서, 통틀어            

show off 과시하다, 자랑하다           

026 century n. 100년, 세기 

botanical a. 식물의

praise v. 칭찬하다 

gardener n. 정원사, 원예사 

nature n. 자연

largely ad. 주로, 대체로, 크게 

observe v. 관찰하다, 보다 

artistic a. 예술적인, 미술적인 

naturalist n. 박물학자, 동식물학자, 자연주의자 

through prep. ~을 통해

collaboration n. 협력, 협업

illustration n. 삽화 

significant a. 중요한, 상당한, 의미있는 

publication n. 출판물, 발행물 

reputation n. 평판, 명성 

accuracy n. 정확성 

gain v. 얻다, 증가하다, 얻게 하다 

commission n. 의뢰, 주문 

wealthy a. 부유한

patron n. 후원자

particularly ad. 특히, 특별히 

eventually ad. 결국, 종내 

settle v. 정착하다 

on foot 걸어서, 도보로            

become acquainted 
with 

~을 잘 알게 되다, 친해지다 

provide A for B B에게 A를 제공하다

027 professional a. 전문적인, 직업적인, 능숙한 

organize v. 구성하다, 조직하다 

musical a. 음악의

delight n. 기쁨, 즐거움

plenty a. 풍부한, 많은

hug n. 포옹, 껴안기

depressed a. 우울한, 불경기의

relieved a. 안도하는, 다행으로 여기는

proud a. 자랑스러워하는

scared a. 무서운, 두려워하는

frightened a. 무서워하는, 깜짝 놀란

surprised a. 놀란, 놀라는

pleased a.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ashamed a. 부끄러운

embarrassed a. 어색한, 당황한

open up (흔히 명령문으로) (문을)열다           

fling open ~을 열어젖히다           

plenty of ~이 많은           

Chapter
  05

025 notable a. 주목할 만한, 유명한

classical a.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 로마의

scholar n. 학자

talent n. 재능

recognize v. 알아보다, 인정하다 

wealthy a. 부유한

sponsor n. 후원자

significantly ad. 상당히[크게]

edit v. 편집하다, 수정하다 

elect v. 선출하다

principal n. 학장, 관장

librarian n. 사서, 도서관원 

institution n. 기관, 협회

newly ad. 새로 

found v. 설립하다, 세우다, 만들다

lifetime n. 평생, 일생

literature n. 문헌, 문학 

simply ad. 그저, 단순히, 전혀(부정문에서) 

unknown a. 알려지지 않은

passion n. 열정, 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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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v. 결성하다, 형성하다 

officially ad.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emerge v. 나타나다, 나오다

popular a. 대중적인, 인기 있는

release v. 출시하다

contribute v. 기여하다

introduction n. 도입

scene n. 분야, -계, 현장

drop out of 중도에 포기하다, 중퇴하다, 그만두다            

break up 끝나다, 헤어지다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028 decide v. 결정하다, 결심하다 

degree n. 학위 

education n. 교육

graduate v. 졸업하다, 학위를 받다

private a. 개인 소유의, 사적인 

eventually ad. 결국, 종내

own a. 자신의 

government n. 정부, 관공서 

right n. 권리

treat v. 대우하다

equally ad. 똑같이, 동등하게 

throughout ad. ~동안, 내내, ~의 도처에 

the Civil War (미국의) 남북전쟁

wounded a. 부상을 입은[다친] 

soldier n. 군인, 병사 

battlefield n. 전장, 싸움터 

while conj. ~하는 동안에

overseas a. 해외의 

organization n. 조직, 기구, 기관 

effort n. 수고, 노력, 공

finally ad. 마침내 

found v. 설립하다, 세우다, 만들다

get a degree 학위를 따다            

nurse ~ back to 
health 

~를 병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다            

become known as ~라고 알려지다           

029 flutist n. 플루트 연주자

composer n. 작곡가 

orphan v. 고아로 만들다 

interested a. 흥미있는

skilled a. 숙련된, 전문적인 

military a. 군사의 n. 군대, 군부 

band n. 악단

tour n. 순회공연

career n. 직업, 직장, 경력, 사회생활 

perform v. 공연하다 

major a. 주요한, 중대한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           

be interested in 
(*ing/N) 

~하는 것에 관심(흥미) 있다            

030 marking n. 무늬, 표시 

leopard n. 표범

rather ad. 오히려

eastern a. 동쪽의

Pacific a. 태평양의 n. (the P-)태평양 

region n. 지역

sandy a. 모래로 뒤덮인, 모래가 있는

bay n. 만(灣) 

include v. 포함하다 

crab n. 게 

prey n. 먹이

generate v.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suction n. 흡입, 빨아들이기 

force n. 힘 

expand v. 확장시키다, 팽창시키다, 확대하다 

secure v. 확보(획득)하다, 안전하게 지키다 

feature n. 특징

female n. 여성, 암컷 a. 여성의 

lay v. (알을) 낳다

hatch v. 부화시키다, 부화하다

live birth 정상 출산

occur v. 일어나다, 생기다

produce v. 생산하다, 낳다

pup n. 새끼

among prep. ~중에 

consider v. ~으로 여기다 

threat n.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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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up 등록하다           

033 toddler n. 아장아장 걷는 아기 

accompany v. 함께하다, 동반하다 

chance n. 기회 

activity n. 활동 

including prep. ~을 포함하여

movement n. 움직임, 동작

massage n. 안마, 마사지 

craft n. 공예

specially ad. 특별히, 특히 

share v. 함께 쓰다, 공유하다 

experience n. 경험, 체험 

admission n. 입장(료) 

per prep. ~마다, ~당, 각, 매 ~에 대하여 

include v. 포함하다

discount n. 할인 

provide v. 제공하다, 공급하다 

application n. 지원(서), 신청

detail n. 세부 사항 

as long as ~이기만[하기만] 하면, ~하는 한           

be accompanied by ~와 동반하다            

have fun (*ing)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pass on (to) (~에게) 넘겨 주다[전달하다]            

look forward to 
(*ing/N) 

~를 기대하다, ~를 고대하다           

034 experience n. 경험, 체험

activity n. 활동

collect v. 수집하다, 모으다

fee n. 요금, 비용

per prep. ~마다, ~당, 각, 매 ~에 대하여 

include v. 포함하다

hearty a. (식사 따위가) 많은, 풍부한

homemade a. 집에서 만든

reservation n. 예약

require v.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weekday n. 평일

walk around ~의 주변을 걸어다니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의하면           

035 closed a. 문 닫은

in length 길이에 있어서, 길이는            

Chapter
  06

031 contest n. 시합, 대회 

foundation n. 재단, 협회 

excited a. 신이 난, 흥분한 

submission n. 제출(출품) 

design v. 설계하다, 고안하다

encourage v. 격려하다, 장려하다 

aware a. 알고 있는, 인식하는 

importance n. 중요성 

environment n. 환경

theme n. 주제

preserve v.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forest n. 숲, 삼림

requirement n. 요구, 필요조건

guideline n. 지침 

per prep. ~마다, ~당, 각, 매 ~에 대하여 

due a. 만기의, ~하기로 되어 있는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submit v. 제출하다

accept v. 받아들이다 

call for ~을 요구하다            

be aware of ~을 알고 있다, ~를 인식하다            

032 local a. 지역의, 현지의

fewer a. 보다 소수의 

applicant n. 지원자, 신청자

cancel v. 취소하다 

sign v. 서명하다 

registration n. 등록, 접수 

form n. 양식, 서류, 용지 

below ad. 아래에 

additional a. 추가의, 부가의 

look for ~을 찾다           

come on down to ~로 오세요(초대할 때 쓰는 표현)            

check out ~을 살펴보다(보다)            

take place 개최되다[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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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n. 판매, 매출 판매

prior a. 앞서의, 사전에

closing a. 폐점의, 마감하는

general a. 일반적인, 보편적인

admission n. 입장(료)

senior n. 연장자, 노인

parking n. 주차

select a. 가려낸, 정해진, 선별한

throughout ad. ~동안 내내 

offer v. 제공하다

preferred a. 우선의, 선취권이 있는

fee n. 요금, 비용 

operate v. 운영하다

peak a. 절정기의 

attendance n. 출석, 참석

protect n. 보호

respect n. 존중, 주의

diet n. 식사, 식습관, 식이요법 

healthy a. 건강에 좋은

result v. (결과로서) 생기다, 일어나다 

removal n. 제거, 이동

prior to ~에 앞서, 먼저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result in (결과적으로) ~을 낳다, 초래하다         

036 experience n. 경험, 체험 

during prep. ~ 동안, ~하는 중에 

career n. 직업, 경력 

participate v. 참여하다, 참가하다 

following a. 그 다음의, 다음에 나오는 

activity n. 활동 

diet n. 식사, 식습관, 식이요법 

weigh v. 무게를 달다 

lover n. 애호가 

aged a. (나이가) ~세[살]의 

schedule v, 예정하다, 정기 운영하다

per prep. ~마다, ~당

admission n. 입장(료) 

include v. 포함하다 

opportunity n. 기회 

provide v. 제공하다, 공급하다 

reservation n. 예약, 보류 

it takes A to ~하는 데 A(시간, 노력 등)을 필요로 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care for ~를 보살피다, 돌보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Chapter
  07

037 volunteer v. 자원하다 n. 자원 봉사자 

rate n. 비율

average a. 평균의

annual a. 매년의, 연간의 

range v. ~의 범위에 이르다[걸치다]

increase v. 증가하다 

except prep. 제외하고는 

aged a. (나이가) ~세[살]의 

fewer a. 보다 소수의, 더 적은 

while conj. ~인 반면에

despite prep. ~에도 불구하고 

senior n. 연장자, 노인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에 이르다[걸치다] 

except for ~을 제외하고           

on average 평균적으로            

than any other ~ 다른 어느 ~보다            

038 distribution n. 분포, 분배 

consumer n. 소비자, 고객 

across prep. ~전체에 걸쳐 

various a. 다양한 

retailer n. 소매업(자), 소매상 

increase n. 증가 

share n. 몫, 비율

marketplace n. 시장, 장터 

decrease v. 줄다, 감소하다 

purchase n. 구매 

assistant n. 조수, 보조원

percentage n. 백분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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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와 비교하여            

042 chart n. 도표, 그래프 

preferred a. 선호하는

method n. 방법, 방식 

annual a. 매년의, 연간의 

survey n. (설문)조사, 점검

banker n. 은행가(원) 

association n. 협회

sum n. 합(계), 액수

percentage n. 백분율, 비율 

respondent n. 응답자, 답변자

surpass v. 넘어서다, 뛰어넘다 

conduct v. 처리하다, 수행하다

preference n. 선호(도) 

compare v. 비교하다

increase v. 증가하다

respectively ad. 각각, 저마다

mobile n. 휴대전화

double digits 두 자릿수            

remain v. 남다, 계속[여전히] ~이다 

based on ~에 근거[기반]를 둔             

way of *ing ~하는 방식(방법)             

compare to ~와 비교하다             

less than ~보다 적은             

Chapter
  08

043 society n. 사회, 세상

adolescent n. 청소년 

immerse v. 몰두하다, 몰입하다

treat v. 여기다, 다루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mobile a. 이동식의, n. 휴대전화

essential a. 필수적인

prefer v. 선호하다

increasingly ad. 점점 더, 갈수록 더

access n. 접근 v. 접근하다

resource n. 수단, 자원, 자료 

logical a. 논리적인, 당연한, 타당한 

comparison n. 비교 

daily a. 일간의, 매일의

deal n. 거래, 취급 

on the other hand 반면에           

039 typical a. 전형적인, 일반적인 

percentage n. 백분율, 비율 

participant n. 참가자, 참여자

while conj. ~하는 동안에 

among prep. ~중에, ~가운데 

chase v. 뒤쫓다 

frequently ad. 자주, 흔히 

report v. 보고하다, 알리다, 전하다

lock v. 가두다, 잠그다 

least ad. 최소로 

frequent a. 잦은, 빈번한

be followed by ~로 이어지다, ~가 뒤따르다           

040 international a. 국제적인 

tourism n. 관광, 관광업 

spender n. 돈을 쓰는 사람, 소비자 

billion n. 10억 

amount n. 양, 총액 

as much as ~ 만큼            

less than ~보다 적은            

041 visitor n. 방문객 

purpose n. 목적, 의도 

period n. 기간 

popular a. 대중적인, 보편적인 

relative n. 친척 

education n. 교육

decline v. 감소하다 

increase v. 증가하다 

following a. 그 다음의, 다음에 나오는 

interest n. 관심, 흥미, 이익

compare v. 비교하다 

previous a. 앞의, 이전의 

least ad. 최소로

according to ~에 따라서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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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 v. 찾다, 추구하다

assistance n. 도움

therapeutic a. 치료의, 치료법의 

youth n. 어린이, 젊은이, 청년

mental a. 마음의, 정신의 

form n. 형태, 형식, 유형 

frequently ad. 자주, 흔히 

sheet n. 판, (종이, 천)한 장, 시트 

suggest v. 제안하다, 암시하다 

link n. 연결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counsel n. 조언, 상담 v. 상담을 하다 

be quick to 재빨리 ~하다            

immerse oneself in ~에 몰두하다, ~에 깊이 빠지다            

prefer to ~을 더 좋아하다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fact sheet 자료표, 데이터표           

provide A for B B에게 A를 제공하다

044 term n. 용어, 말

objectivity n. 객관성

measurement n. 측정 

observations n. 관찰(관측) 결과, 관찰된 사실

subject a. (~의)영향을 받는, (~에)지배를 받는

verification n. 확인, 입증, 증거 

objective a. 객관적인 n. 목표, 목적 

extent n. 크기, 정도, 범위, 규모 

observer n. 관측자, 목격자, 참관인[옵서버] 

evaluate v. 평가하다, 고려하다 

determine v. 결정하다, 알아내다 

distance n. 거리, 간격

yield v. 산출하다, (결과를)내다

regardless ad. 관계없이

comparison n. 비교, 비유함

evaluation n. 평가

gymnastics n. 체조, 체육

subjective a. 주관적인

elaborate a. 정교한, 정성을 들인

motor a. 운동의

laboratory n. 실험실, 연구실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오해, 변화, 지배, 
제한 등)을 받다[당하다]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by comparison 그에 비해           

from the point of 
view of 

~의 관점에서 볼 때            

point of view 관점, 시각           

as ~ as possible 가능한 ~하게           

045 encourage v. 격려하다, 권장하다 

prepare n. 준비

interest n. 관심, 흥미

include v. 포함하다

addition n. 추가

suggest v. 제안하다

trade v. 교환하다, 바꾸다

establish v. 수립하다, 세우다 

whenever conj. ~할 때는 언제든지, ~할 때마다

less a. 더 적은 ad. 보다 적게

monitor v. 감시하다, 관찰하다

process n. 과정, 처리

valued a. 가치 있는, 소중한

quality n. 질

make a list of ~의 목록을 작성하다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일 뿐 아니라            

quality time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            

046 professor n. 정교수 

graduate n. 대학원 

administration n. 행정, 행정부, 정권 

economic a. 경제의, 경제적인, 경제학상의 

historian n. 사학자, 역사가 

particular a. 특별한, 특정한 

argue v. 논쟁하다, 주장하다 

neglect v. 방치하다, 도외시하다

area n. 지역, 구역 

recent a. 최근의 

grant n. 보조금, 지원금

source n. 원천, 근원, 출처, 공급자 

include v. 포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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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 v. 저항하다

opportunity n. 기회 

determine v. 결정하다

whether conj. ~인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 

actually ad. 사실상, 실제로 

messy a. 지저분한, 엉망인 

subject n. 주제, 사안

altogether ad. 완전히

benefit n. 이점, 이익

alike a. 비슷한

realize v. 깨닫다, 인식하다 

instead ad. 대신에 

decide v. 결정하다, 결심하다 

lecture v. 잔소리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at every opportunity 기회 있을 때마다, 틈만 나면           

be determined to ~하기로 결심하다, ~하고자 하다            

stop to think (행동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다           

get one’s (own) way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           

for oneself 스스로, 혼자 힘으로           

decide on ~로 결정하다, ~을 정하다           

Chapter
  09

049 executive n. 중역, 간부, 이사 

joint a. 합동의, 공동의

partnership n. 협력, 제휴 

venture n. 벤처 사업, 모험적 사업 

delight n. 기쁨, 즐거움 v. 기쁘게 하다 

suggest v. 제안하다, 암시하다, 말하다

respective a. 각각의, 각자의 

finalize v. 마무리짓다, 완결하다 

disappointed a. 낙담한, 실망한 

lack v. ~이 없다, 모자라다 

punctuality n. 시간엄수, 정확함 

expect v. 예상하다, 기대하다 

counter-offer n. 대안, 수정 제안, 반대 신청 

unavailable a. 이용할 수 없는

foundation n. 재단, 협회 

internationally ad. 국제적으로, 국제간에 

recognize v. 알아보다, 인정하다 

visible a. (눈에) 보이는 

award v. 수여하다 

prize n. 상

variety n. 다양성

center on ~에 집중하다, ~을 중심으로 하다            

in particular 특히            

carry out ~을 수행하다            

a variety of 여러 가지의, 다양한           

047 suppose v. 가정하다, 추측하다 

deliver v. 연설하다 

heart-warming a. 마음이 따스해지는, 친절한, 기쁜

moving a. 움직이는, 감동적인 

less ad. 보다 적게

professional a. 전문적인, 능숙한 

value n. 가치 

authentic a. 진짜의, 믿을 만한, 진정한 

sense n. 감각, 느낌, 의미 

achieve v. 성취하다 

desire v. 바라다 

depend v. 의존하다, 좌우되다 

deception n. 사기, 기만, 속임수 

purchase v. 구매하다 

masterpiece n. 명작, 걸작 

conceal v. 숨기다

origin n. 출처, 기원

suspect v. 의심하다

corrupt a. 비도덕적인, 부정직한

goods n. 상품

diminish v. 깎아내리다, 폄하하다

less than ~보다 적은            

at first 처음에는            

depend on ~에 의존하다, ~에 좌우되다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best man 들러리           

048 mess n. 엉망, 엉망진창, 혼란

straighten v. 정리하다, 똑바르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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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n. 해명, 설명 

rather ad. 오히려

cause v. 일으키다, ~을 야기하다 

regard v. 여기다, 간주하다 

absence n. 결석, 결핍, 부재 

facilitate v. 쉽게 하다,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

successful a. 성공적인, 성공한 

completion n. 완성, 완료 

negotiation n. 협의, 교섭 

interpret v. 이해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mistrust n. 불신, 의혹 

verbal a. 구두의, 말로 된 

commitment n. 약속, 전념, 헌신, 책무 

impersonal a. 사사로움에 연연하지 않는 

formality n. 의례, 형식 

agreement n. 동의, 합의 

frequently ad. 자주, 흔히 

personal a. 개인의, 사적인 

relationship n. 관계, 관련 

bargain v. 흥정하다

accomplish v. 성취하다 

show up 나타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go wrong 실수를 하다[잘못하다]            

none of 누구도 ~하지 않다           

prove to be ~으로 판명되다           

attach to ~에 연관되다, 연관 짓다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depend on ~을 신뢰하다, 믿다           

050 view v. 바라보다  

specifically ad. 분명히, 특별히 

particularly ad. 특히, 특별히 

segment n. 조각, 부분  

ad n. 광고 

concern v. 관련되다 

yield v. 항복하다, 굴복하다

dub v. 별명을 붙이다, ~라고 부르다 

legislation n. 법률, 입법 

promote v. 증진시키다, 불러일으키다

regulate v. 조절하다, 조정하다 

indeed ad. 정말로, 사실은 

government n. 정부, 체제, 관공서 

outlaw v. 불법화하다, 금하다, 추방하다

product n. 제품, 상품, 공산품 

psychologist n. 심리학자 

reject v. 거절하다, 거부하다 

sign v. 서명하다 

ban v. 금지하다 

goods n. 상품, 물자, 재산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aim at ~을 겨냥한, 겨냥하다, 노리다            

consist of ~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put pressure on ~을 압박하다, ~에 압박을 가하다            

lead to ~를 초래하다, ~로 이끌다            

call for ~을 필요로 하다, (공식적으로) 요구하다           

051 culture n. 문화

attend v. 참석하다

foreign a. 외국의, 대외의 

visitor n. 방문객, 손님 

gap n. 틈, 차이 

opportunity n. 기회 

manner n. 태도, 방식 <pl.> 예의, 관습 

shine v. 빛나다, 비추다 

course n. 과정, 방향, 흐름 

action n. 행동, 활동

preparation n. 준비 

obtain v. 얻다

phrase n. 문구, 구(절)

expression n. 표현, 표정 

pleased a.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effort n. 수고, 노력, 공

communicate v.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disrespect n. 무례함

make an effort (to) (~할) 노력을 하다, 애쓰다            

052 suppose v. 가정하다, 추측하다 

create v. 창조하다,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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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ant a. 즐거운, 기분 좋은 

right ad. 정확히, 바로, 완전히

occur v. 일어나다, 생기다

recall v. 회상하다, 회수하다

painful a. 아픈[고통스러운], 괴로운 

depressed a. 우울한 

worse a. 더 나쁜[못한], 악화되어 있는  

for years 수년간, 몇 해 동안           

deal with (문제·과제 등을) 처리하다, 해결하다           

distract A from B A를 B로부터 산만하게 하다

right after ~직후에            

make A worse A를 악화시키다 

054 popular a. 대중적인, 인기 있는, 보편적인

typically ad.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thick a. 두꺼운, 굵은

slim a. 날씬한, 얇은

handle v. 다루다, 처리하다

own a. 자신의, 자체의

strength n. 힘, 강점

weakness n. 약점, 결함 

require v.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replace v. 교체하다, 대체하다

shaky a. 떨리는, 불안한 

nervous a. 불안한, 신경의 

lecturer n. 강사, 강연자 

sudden a. 갑작스러운 

motion n. 동작, 움직임

glow v. 빛나다, 반짝이다, 타다

dot n. 점

moreover ad. 더욱이, 게다가 

certain a. 어떤, 특정한 

background n. 배경 

inferior a. 열등한, 열악한 

superior a. 월등한, 높은 지위의

even ad. 오히려, ~조차, 훨씬

stick n. 막대기

advanced a. 선진의, 앞선, 발전된 

introduce v. 소개하다, 도입하다 

mix v. 혼합하다, 섞다

intend v. 의도하다, 의미하다 

result n. 결과

probably ad. 아마 

reddish a. 발그레한, 불그스름한 

instead ad. 대신에 

effect n. 효능, 효과, 영향, 결과

interfere v. 간섭하다, 방해하다 

dot n. 점 

distance n. 거리, 간격

solid a. 무늬가 없는, 완전한

similarly a.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overlap v. 겹쳐지다, 포개다, 공통되다 

separate v.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individual a. 개인의, 각각의

visible a. (눈에) 보이는 

invisible a. 투명한, 볼 수 없는 

mixture n. 혼합물, 혼합 

succeed in ~에 성공하다           

fail in ~에 실패하다            

so that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look like ~처럼 보이다, ~를 닮다, ~인 것 같다           

up close 바로 가까이에서           

053 emergency n. 비상(사태), 응급

undergo v. 겪다[받다]

counsel v. 상담을 하다 

process n. 과정, 처리 

traumatic a. 외상의, 외상성인 

debrief v. 보고를 듣다

prevent v. 막다, 예방하다

counselor n. 상담역, 고문 [=counsellor] 

rescue n. 구조 

trauma n. 정신적 충격, 외상 

afterward ad. 후에, 나중에 

extensive a. 광범위한, 대규모의 

interrupt v. 방해하다, 끊다 

heal v. 치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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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처음에는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얼마 후, 이윽고            

Chapter
  10

055 elevated a. 높은

stage n. 무대

gap n. 간격, 격차

host n. 진행자, 호스트 

randomly ad. 무작위로, 임의로 

well-known a. 유명한, 잘 알려진 

cheer v. 환호하다

format n. 체제, 형태, 구성

instead ad. 대신에 

deliberately ad. 신중하게, 찬찬히 

opponent n. 상대

propel v. 나아가게 하다, 추진하다 

extend v. 뻗다, 연장하다

spin n. 회전, 돌기

directly ad. 똑바로, 곧장 

among prep. ~에 둘러싸인, ~중에 

spectator n. 관중 

crowd n. 군중

erupt v. 터뜨리다, 분출하다, 발생하다 

while conj. ~인 반면에

nimble a. 민첩한, 날렵한 

embarrassed a. 어색한, 당황한 

nonetheless ad.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lder n. 연장자, 어른들 

so that 그 결과 ~하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의하면            

call out ~를 부르다, 호출하다            

instead of ~ 대신에            

make oneself into ~이 되다           

056 struggle v. 엄청 노력하다, 고심하다 

positive a. 긍정적인

experience v. 경험하다 

negative a. 부정적인, 나쁜

perspective n. 견해(관점) 

ability n. 재능, 능력 

desire n. 욕구, 바람 

parent v. 부모 역할을 하다, 부모로서 키우다

intentionally ad. 고의로, 의도적으로 

note v. 지적하다

accomplishment n. 성취, 업적 

observe v. 관찰하다, 보다, 목격하다 

lately ad. 최근에, 얼마 전에 

effort n. 수고, 노력, 공 

seem v.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somewhat ad. 어느 정도, 약간 

cheerful a. 쾌활한, 발랄한 

quality n. 질, 성질, 특성 

clean up ~을 치우다            

must have p.p. ~했음[였음]에 틀림없다            

in passing 지나가는 말로           

hold onto ~을 잡다, ~에 매달리다           

057 decide v. 결정하다, 결심하다 

marry v. 결혼하다 

painter n. 화가

background n. 배경 

soul n. 영혼, 정신 

mate n. 친구

settle v. 정착하다

quite ad. 꽤, 상당히, 완전히, 전적으로 

get married 결혼하다            

put up with ~을 참다, 견디다, 받아들이다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만들다)

058 proudly ad. 자랑스럽게 

quite ad. 꽤, 상당히, 완전히, 전적으로 

toddler n. 아장아장 걷는 아기

tie v. 묶다, 매다

tightly ad. 단단히, 꽉

permission n. 허락, 허가 

unwatched a.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gasp v. 헉 하는 소리를 내다, 숨이 턱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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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go  ~를 풀어 주다

on the outside 겉에

Chapter
  11

061 empathy n. 공감, 감정이입 

trait n. 특성, 특징 

value v. 소중히 하다 

colleague n. 동료, 동업자 

know-how n. 비결, 요령, 노하우 

empathetic a. 감정이입의, 공감할 수 있는 

practical a. 현실적인, 실질적인 

unless conj. 만약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한 

perspective n. 견해(관점) 

bioethics n. 생명윤리(학) 

physician n. (내과) 의사 

identify v. 동일시하다, 공감하다 

closely ad. 밀접하게, 친밀하게

patient n. 환자 

objectivity n. 객관성 

essential a. 필수적인 

precise a. 정확한, 정밀한 

assessment n. 평가, 판단

excessive a. 과도한

even ad. (심지어) ~조차 

paralyze v.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하다 

state n. 상태

inaction n. 무위, 활동하지 않음 

block v. 막다, 방해하다 

everlasting a. 영원한, 변치 않는 

justify v. 정당화하다, 해명하다 

abuse n. 남용 

lead v. 이끌다

hasty a. 성급한, 서두르는 

diagnosis n. 진단 

compassion n. 연민, 동정 

lead to ~를 초래하다, ~로 이끌다            

062 recognize v. 인식하다, 알아보다

shock n. 충격

own a. 자신의 

quickly ad. 빨리, 곧 

return v. 돌아오다, 돌려주다

worried a. 걱정스러운, 걱정하는

despite prep. ~에도 불구하고 

tearful a. 울먹이는, 눈물 어린 

protest n. 항의 

so that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only a few 근소한            

must have p.p. ~했음[였음]에 틀림없다           

059 even ad. ~조차, (심지어) ~하기까지 하게

occasionally ad. 가끔, 종종 

fellow n. 친구, 동료

favor n. 호의, 친절, 부탁

appear v. 등장하다, 나타나다 

record v. 기록하다, 녹음하다

advertisement n. 광고 

local a. 지역의

amazed a. (대단히) 놀란 

advertise  v. 광고하다

become friends with ~와 친구가 되다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060 salesman n. 판매원

gain v. 얻다

attention n. 주의, 주목, 관심, 흥미 

release v. 풀어놓다 

brightly ad. 밝게

colored a. 물든, 채색된 

rise v. 오르다

approach v. 접근하다, 다가가다 

shy a. 부끄럼을 타는, 숫기가 없는

sweetheart n. 애정을 담아 부르는 호칭

explain v. 설명하다

be busy *ing ~하느라고 바쁘다(분주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from time to time 가끔, 이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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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n. 탁월함, 훌륭함 

flow v. 흐르다, 흘러나오다

smoothly ad. 부드럽게, 순조롭게 

lost a. 잃은, 놓쳐버린

constantly ad. 항상, 끊임없이 

pulse n. 맥박 

pace n. 속도 

keeper n. 계측기, 기록기

improve v. 향상되다, 나아지다 

athletic a. 운동의

devote v. 바치다 

external n. 외적인 것, 외부사항

complex a. 복잡한 

contrast v. 대조하다

approach n. 접근, 접근법 

simply ad. 그저, 단순히 

area n. 영역 

talent n. 재능

patience n. 인내, 참을성 

simplicity n. 단순성

generosity n. 관대함, 너그러움 

confidence n. 자신감 

get lost 놓쳐버리다           

used to (과거에) ~하곤 했다, ~이었다            

hook up (to) (~에) 연결하다           

be devoted to 
(*ing/N) 

~하는 데 바쳐지다           

work out 운동하다            

run barefoot 맨발로 달리다           

063 technology n. (과학)기술 

quality n. 질

imagine v. 상상하다 

note v. 주목하다

require n.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original a. 원래의 

object n. 물체, 물건

copy v. 복사하다, 복제하다

describe v. 묘사하다 

precisely ad. 정확히, 정밀하게 

tool n. 도구 

produce v. 생산하다

proper a. 적절한 

design n. 설계, 도안 

create v. 창조하다 

actual a. 실제의 

physical a. 물리적인 

guest n. 손님, 하객, 내빈 

mix v. 혼합하다, 섞다 

taste v. 맛을 보다

as long as ~이기만[하기만] 하면, ~하는 한           

print out ~을 출력하다           

064 while conj. ~하는 동안에, ~하면서 

shelter n. 안식처, 피난처 

gather v. 모이다

express v. 표현하다

meaningful a. 의미있는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design v. 설계하다 

canvas n. 캔버스, 캔버스 천, 화폭 

illustrate v. 설명하다, 보여주다

blank slate 백지상태           

whatever pron. ~것은 무엇이든지 

client n. 의뢰인, 고객 

opinion n. 의견, 견해 

taste n. 취향

personal a. 개인의, 사적인 

venture n. 모험, 모험적 사업 

journey n. 여행 

highly ad. 매우 

knowledge n. 지식, 학식 

process n. 과정 

reflection n. 반영

latest a. 최근의 

trend n. 동향, 추세 

look like ~처럼 보이다, ~를 닮다           

prefer to ~을 더 좋아하다            

065 philosophy n.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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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 시민의

journalist n. 기자, 저널리스트 

democratic a. 민주적인 

fashion n. 방식 

equalizer n. 평등 장치, 평형 장치

wealth n. 부 

poverty n. 빈곤, 가난 

ensure v. 보장하다

entertainment n. 오락, 여흥 

industry n. 산업 

in line 줄을 서서           

complain about ~에 관하여 불평하다            

enough to ~하기에 충분한            

Chapter
  12

067 feedback n. 피드백, 의견, 반응 

effective a. 유효한, 효과적인 

opportunity n. 기회 

particularly ad. 특히, 특별히 

objective n. 목표, 목적 

step-by-step a. 단계적인, 서서히 나아가는 

commentary n. 해설, 설명

pupil n. 학생, 제자

cabbage n. 양배추 

immediate a. 즉각적인

sequence n. 순서, 연속

successfully ad. 성공적으로, 잘, 훌륭하게 

sensitive a. 민감한, 예민한 

delay v. 연기하다

critical a. 비판적인

analyze v. 분석하다

automatically ad.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correction n. 수정 

approach n. 접근

similarly a.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moreover ad. 더욱이, 게다가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concept n. 개념 

argument n. 주장, 논쟁 

contrast v. 대조하다. 대비하다 

opinion n. 의견 

belief n. 신념, 믿음 

attitude n. 태도 

evidence n. 증거 

bit n. 조금, 약간

convince v.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claim n. 주장

thus ad. 그러므로. 따라서 

attempt n. 시도 

block n. 건축용 석재, 블록 

philosopher n. 철학자 

solid a. 확고한, 견고한

foundation n. 토대, 기초

taste n. 취향 

knowledge n. 지식, 학식 

experience n. 경험, 체험 

all the time 내내, 항상           

for the most part 대개, 보통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base on ~에 근거[기반]를 두다            

in support of ~을 지지[옹호]하여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build up 쌓아 올리다, 키우다           

066 amusement park n. 놀이공원

right n. 권리

traditionally ad.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theme park 테마파크, 놀이공원

standard a. 표준의, 기본의

admission n. 입장(료) 

access n. 접근 

thrill n. 스릴, 흥분, 전율

security n. 보안 

still ad. 그러나 

observer n. 관측자, 관찰자 

destructive a. 파괴적인,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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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mistake 실수하다            

leave out 빼먹다, 빠뜨리다           

rather than ~보다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in addition 게다가, 더구나            

in fact 사실(은), 실은            

068 merely ad. 단지, 그저

convenience n. 편의, 편리함

categorize v. 범주로 나누다, 분류하다 

unnatural a. 부자연스러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grouping n. 집단으로 나누기, 분류 

identify v. 확인하다, 식별하다

wildflower n. 들꽃, 야생초

arrange v. 배열하다, 배치하다

species n. (생물 분류상의) 종 

reflect v. 반영하다 

natural a. 자연의

relationship n. 관계, 관련 

recognize v. 인식하다, 알아보다

characteristic n. 특징, 특질

infer v. 추론하다, 추측하다

closely ad. 밀접하게

likewise ad.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한 

long-haired a. 털이 긴, 머리가 긴

short-haired a. 털이 짧은, 머리가 짧은 

modern a. 현대의

moreover ad. 더욱이, 게다가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nevertheless a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be closely related ~와 밀접하게 연관되다            

according to ~에 따라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069 rely v. 의존하다 

heavily ad. 몹시, 크게, 많이

arrange v. 배열하다

nuance n. 미묘한 차이, 뉘앙스 

confusing a.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interpret v. 해석하다, 이해하다

nonlanguage n. 비언어 

cue n. 신호

upbeat a. 낙관적인, 명랑한, 쾌활한, 경쾌한

engage v. 사로잡다, 끌다

contact n. 접촉

relaxed a. 느긋한, 여유 있는, 느슨한, 긴장을 푼 

likely ad. 아마도 

sentiment n. 정서, 감정 

exhibit v. 보이다, 표시하다

expression n. 표현, 표정 

avoid v. 피하다, 방지하다 

slightly ad. 약간, 조금

fold v. 접다 

motive n. 동기, 진의, 저의

otherwise ad.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furthermore ad. 뿐만 아니라, 더욱이 

depending on ~에 따라           

most likely 필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070 happen v. 발생하다 

actually ad. 사실상, 실제로 

channel n. 주파수대, 채널 

process v. 처리하다 

interference n. 혼선, 간섭, 방해 

focus v. 집중하다 

activity n. 활동 

foreground n. 전경, 전면

background n. 배경, 후면 

explain v. 설명하다

cell phone 휴대 전화 [=cellular phone]

operate v. 작동하다

complex a. 복잡한, 복합적인 

rope n. 밧줄

valley n. 계곡, 골짜기 

likely ad. 아마도 

effectively ad. 효과적으로

thus ad. 이와 같이,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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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ad. 그럼에도 불구하고

similarly a.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for years 수년간, 몇 해 동안 

in length 길이에 있어서, 길이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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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variety n. 다양성, 종류

ability n. 재능, 능력 

lifetime n. 평생, 일생 

personally ad. 개인적으로 

meaningful a. 의미 있는 

enjoyable a. 즐거운, 즐길 수 있는 

balance n. 균형

exist v. 존재하다

among prep. ~중에 

dual a. 이중의, 이원적인, 둘의

individual a. 개인의

opportunity n. 기회 

compete v. 경쟁하다, ~와 겨루다 

dominate v. 지배하다, 주를 이루다 

curriculum n. 교육과정, 교과과정 

expense n. 비용, 지출 

various a. 다양한, 여러 가지의 

dual sports 두 사람 또는 두 조가 마주 대하고 하는 경기            

participate v. 참여하다, 참가하다 

throughout ad. ~동안, 내내

particular a. 특별한

frequently ad. 자주, 흔히 

broadcast v. 방송하다

through prep. ~을 통해

well-rounded a. 전인격을 갖춘, 균형이 잡힌

such as 예를 들어, ~과 같은            

at the expense of ~을 희생시키면서, ~을 잃어가며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in particular 특히            

similarly a.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at once 동시에, 한꺼번에, 한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함께]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071 rate n. 속도, 정도

vary v. 다르다, 달라지다, 다양하게 하다 

modern a. 근대의, 현대의

ever ad. 언제나, 항상 

since conj. ~ 한 이래로

rule v. 다스리다 

document n. 서류, 문서

unless conj. ~하지 않는 한 

seem v.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foreign a. 외국의

mistakenly ad. 실수로, 잘못하여 

connection n. 접속, 연결 

instead ad. 대신에 

from time to time 가끔, 이따금            

ever since 그 때 이후로 계속            

in addition 게다가, 더구나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반면에            

in short 요컨대           

072 fit n. 딱 맞는 옷이나 신발

exact a. 정확한

measure v. 측정하다

squeeze v. 밀어 넣다, 비집고 들어가다

even ad. 심지어

decade n. 10년간 

while conj. ~인 반면에

gradually ad. 서서히, 점차적으로 

widen v. 넓어지다 

actually ad. 사실상, 실제로 

times n. 시간

return v. 돌아오다

therefore ad. 그러므로, 따라서 

besides ad. 게다가

otherwise ad.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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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investigate v. 조사하다, 연구하다 

imaginative a. 창의적인, 상상의, 상상력이 풍부한

response n. 반응, 대답, 응답 

grade n. 학년

randomly ad. 임의로, 무작위로 

fictional a. 소설의, 허구의 

via prep. 통하여, 경유하여 

afterward ad. 후에, 나중에 

rate v. 평가하다, 등급을 매기다 

imaginativeness n. 공상적임, 창의적임, 상상력이 풍부함

novel n. 소설 a. 신기한, 기발한 

element n. 요소, 성분

dialogue n. 대화 

novelist n. 소설가, 작가 

whereas conj. 반면에

scholar n. 학자

illustrate v. 설명하다

visualization n. 시각화 

hypothesis n. 가설, 추측 

state v. 진술하다 

exposure n. 노출 

ready-made a. 이미 만들어져 나오는

visual a. 시각적인

restrict v. 제한하다, 한정하다

generate v. 발생시키다, 생산하다, 생성하다 

prefer to ~을 더 좋아하다            

as ~ as possible 가능한 ~하게            

of one’s own 자기 자신의           

075 native a. 토박이의, 태생의, 원산의

tribe n. 부족, 종족 

tool n. 연장, 도구, 공구 

shelter n. 안식처, 피난처, 집, 주거

fit v. 맞다, 알맞다, 적절하다

style n. 방식

own a. 자신의 

plain n. 평원, 평지

clay n. 진흙, 점토 

pot n. 냄비, 솥, 항아리 

container n. 용기 

depend upon ~에 의존하다, ~에 달려 있다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076 border n. 경계, 국경

found v. 설립하다, 세우다, 만들다

race n. 인종

religion n. 종교 

gender n. 성, 성별

nongovernmental a. 정부와 무관한, 민간의 

assistance n. 도움, 원조, 지원 

private a. 민간의, 개인소유의, 사적인 

nonprofit a. 비영리적인

forefront n. 맨 앞, 선두, 최전선

population n. 인구, 주민 

primary a. 1차적인, 첫째의, 주요한, 우선적인

nutrition n. 영양

personnel n. 인원, 인력

concern n. 관심, 걱정

limit v. 한정하다, 제한하다 

developed a. 선진의 

long-term a. 장기적인

treat v. 치료하다

chronic a. 만성의

remote a. 외딴, 멀리 떨어진 

isolated a. 고립된, 외딴 

be known as ~으로 알려지다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의 구분 없이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perform surgery 수술을 하다            

077 embed v. 파묻다, 끼워 넣다, 새겨 넣다 

manufacture v. 생산[제조]하다, 지어내다

product n. 제품, 상품, 공산품 

virtual a. 가상의

produce v. 생산하다

wheat n. 밀 

dairy a. 유제품의

beverage n.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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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terested in 
(*ing/N)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Chapter
  14

079 intentional a. 의도적인, 고의적인 

gather v. 모으다, 축적하다, 더하다

marathon n. 마라톤

smoke v. (담배를) 피우다 

switch v. 바꾸다 

field n. 분야

difference n. 차이 

brand n. 상표

routine n. 반복되는 일, 일상의 과정

ease n. 편함, 쉬움 

comfortable a. 편안한

predictable a. 예측할(예견할) 수 있는 

yet conj. 그렇지만, 그런데도 

perspective n. 견해(관점) 

whether conj. ~인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 

necessary a. 불가피한, 필요한 

accomplish v. 성취하다 

stem v. 유래하다, 생기다

firm a. 확고한, 단단한

decision n. 결정, 결심, 결단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ake up ~을 배우다, 시작하다, 손대다           

even if 비록 ~일지라도            

stick to ~에 달라붙다, ~을 고수하다            

for no reason other 
than 

~라는 이유만으로            

other than ~외에           

look for ~을 찾다, 구하다           

decide on ~에 관한 결정을 하다            

080 salesperson n. 판매원 

immediately ad. 즉시, 즉각 

chance n. 가능성, 기회

reason n. 근거, 이유

writer n. 작가, 필자 

liquid a. 액상의 

medicine n. 약

necessary a. 필요한 

possible a. 가능한

healthy a. 건강한

consume v. 소비하다

content n. 함유량

vary v. 다르다, 달라지다 

instance n. 사례

require v.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times n. (몇) 배

as ~ as possible 가능한 ~하게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의하면            

for instance 예를 들어            

A times as B as ~ ~보다 A 배나 (훨씬) B한 

078 caution v. ~에게 경고하다, ~에게 주의시키다 

solar eclipse 일식            

brightness n. 광도, 밝음, 밝기

ultraviolet a. 자외선의 n. 자외선 

direct a. 직접적인

damage v. 손상시키다 

advice n. 충고, 조언 

misunderstand v. 오해하다

stare v. 응시하다

harmful a. 해로운 

whether conj. ~인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 

occur v. 일어나다, 생기다

bare a. 노출된, 벌거벗은 

block v. 막다, 방해하다 

exposure n. 노출 

cause v. 일으키다, ~을 야기하다 

negative a. 부정적인, 나쁜

effect n. 효능, 효과, 영향, 결과

reason n. 근거, 이유

simply ad. 그저, 단순히 

during prep. ~ 동안

in fact 사실(은),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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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n. 고객

approval n. 인정, 승인 

seek v. 찾다, 추구하다

expectation n. 예상, 기대 

pleasure n. 쾌락, 즐거움, 기쁨 

assignment n. 과제

brief n. 개요 

consider v. 고려하다

preference n. 선호(도) 

indifferent a. 무관심한

potential a.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ignore v. 무시하다, 묵살하다, 모르는 체하다

look for ~을 찾다           

point to ~을 가리키다            

there is a good 
chance ~

~할 가능성이 크다           

in brief 간단히 말하자면            

just as 꼭 ~처럼            

come as no surprise 놀라운 일이 아니다           

be indifferent (to) 신경을 쓰지 않다, 무관심하다            

hold true 딱 들어맞다, 유효하다           

081 set v. (해 달이)지다

especially ad. 특히

shine v. 빛나다, 반짝이다, 비추다

through prep. ~을 통해, ad. ~ 사이로 

even ad. 훨씬 

universe n. 우주

times n. (몇) 배

reason n. 근거, 이유

million n. 백만 

degree n. (온)도

Fahrenheit a. 화씨의, 화씨 온도계의

scale n. 눈금, 저울눈

amusement n. 재미 

as though 마치 ~처럼 

thousands of 수천의, 무수한, 많은            

082 prehistoric a. 선사시대의 

times n. 시대

challenge n. 도전, 난제, 어려움

confront v. 직면시키다

threat n. 위협, 위험 

signal n. 신호

respond v. 반응하다, 응답하다 

shoot v. (총 등을) 쏘다

hormone n. 호르몬 

bloodstream n. 혈류, 혈액 순환 

lightning a. 번개같은, 아주 빠른

common a. 흔한, 보통의 

cave n. 동굴 

huge a. 막대한, 거대한 

immediately ad. 즉시, 즉각 

either conj. ~이거나

wrestle v. 맞붙어 싸우다, 격투하다

physical a. 신체적인 

activity n. 활동 

chemistry n. 화학, 화학적 성질 

quickly ad. 빨리 

return v. 되돌아가다, 돌아오다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be confronted with ~와 마주하다, ~에 직면하다            

such as ~과 같은            

may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face-to-face 마주보는, 대면하는            

run away (from) ~에서 달아나다, 도망가다           

083 frequently ad. 자주, 빈번히, 흔히 

overestimate v. 과대평가하다 

agreement n. 동의, 합의 

else ad. 다른

exactly ad. 정확히, 꼭 

misconception n. 오해, 잘못된 생각 

false-consensus 
effect 

합의성 착각 효과            

estimate v. 추정하다, 어림잡다, 평가하다

task n. 일, 과제 

willing a. 기꺼이 ~하는 

sign n. 간판 

assume v. 추정하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majority n. 대부분,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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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stance 예를 들어 

Chapter
  15

085 analysis n. 분석 [pl. analyses]

lead v.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하다

modify v. 바꾸다, 변경하다 

procedure n. 순서, 절차, 과정, 진행 

rather ad. 오히려

addition n. 덧셈, 더하기 

repeatedly ad.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 

response n. 대답, 응답 

pupil n. 학생, 제자

obtain v. 얻다 

notice v. 알아차리다 

while conj. ~하는 동안에

incorrectly ad. 틀리게, 부정확하게, 잘못하여 

recall v. 떠올리다, 상기하다, 회상하다

similar a. 유사한, 비슷한 

along prep. ~을 따라

immediately ad. 즉시, 즉각 

effective a. 유효한, 효과적인 

reinforce v. 강화시키다 

particular a. 특별한, 특정한 

subsequent a. 그 이후의 

oral a. 구두의, 입의 

whole a. 전체의

rather than ~보다는            

such as ~과 같은            

in turn 차례차례, 번갈아           

086 spoonful n. 한 숟가락, 한 스푼 

badly ad. 심하게, 몹시 

accidentally ad.  우연히, 뜻하지 않게 

[=by chance] 

spill v. 쏟다, 쏟아져 나오다

entire a. 전체의

pot n. 냄비, 솥

temperature n. 온도 

quantity n. 양 

refuse v. 거절하다, 거부하다 

stupid a. 어리석은, 멍청한

imagine v. 짐작하다, 생각하다 

psychologist n. 심리학자 

board n. 판자

slogan n. 구호, 슬로건 

randomly ad. 무작위로, 임의로 

select v. 선택하다, 고르다, 선발하다 

campus n. 캠퍼스, 교정, 대학 

be willing to 흔쾌히 ~하다            

agree to ~에 대해 합의하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084 blink v. 눈을 깜빡거리다 

involuntary a. 자기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적인

action n. 행동

protect v. 보호하다

surface n. 표면

atmosphere n. 공기

physiological a. 생리적인 

psychological a. 심리(정신)적인 

nervousness n. 신경과민, 겁 

tension n. 긴장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times n. 횟수

portion n. 부분

vision n. 시력

film n. 얇은 막

tear n. 눈물

tiny a. 매우 작은 

dust n. 먼지

particle n. (아주 작은) 입자[조각] 

delicate a. 연약한 

sensitive a. 민감한, 예민한 

withstand v. 견디다

safeguard n. 보호, 보호[안전] 장치

mechanism n. 기제, 방법, 메커니즘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as well ~도, 또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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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ed a. 헷갈리는, 구별할 수 없는, 혼동되는

imagine v. 상상하다 

stove n. 레인지, 요리용 화로 

suppose v. 가정하다, 상상하다

quite ad. 아주, 완전히

grab v. 움켜쥐다, 꽉 쥐다

taste v. 맛보다

unfortunately ad.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slip v. 미끄러지다

content n. 내용(물)

bare a. 벌거벗은 

cause v. 일으키다, ~을 야기하다 

damage n. 피해, 손상

difference n. 차이 

not as ~ as A A만큼 ~하지 않은 

the same A as B B와 동일한 A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lie in ~에 놓여 있다           

087 times n. 시기, 때

cheer v. 응원하다, 성원하다

truly ad.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로 

interest v. ~의 관심을 끌다 

achieve v. 성취하다 

support v. 지지하다, 후원하다

goal n. 목표 

effort n. 수고, 노력

encourage v. 격려하다

confident a. 확신하는, 자신감 있는 

capability n. 능력(역량) 

toward a. 향해서

happen v. 발생하다 

depressed a. 우울한, 의기소침한

instead ad. 대신에 

own a. 자신의 

motivational a. 동기가 부여되는, 의욕을 북돋우는

pep talk 격려 연설, 응원 연설           

nobody pron. 아무도 ~않다[=no one] 

strength n. 강점, 장점

talent n. 재능(있는 사람) 

motivate v. 자극하다, ~에게 동기를 주다 

no one 아무도 ~ 않다(없다)            

stand up 일어서다            

cheer on ~를 응원하다            

be interested in 
(*ing/N)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so that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088 vast a. 막대한 

majority n. 대부분, 과반수

spontaneously ad.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prior a. 앞서의, 우선하는, 사전의 

activate v. 활성화시키다 

productively a. 생산적으로 

indeed ad. 정말로, 사실은 

suggest v. 시사하다, 암시하다 

instructional a. 교육상의, 교육의, 교수상의 

intervention n. 개입, 간섭 

present v. 주다, 제시하다

mathematical a. 수학상의, 수학의

concept n. 개념 

instructor n. 교사, 강사, 교관 

participant n. 참가자 

minor n. 사소한, 작은 

prompt n. 자극을 주는 것, 조언

reminder n. 상기시키는 것, 암시, 신호

effectively ad. 효과적으로

bear on ~에 관계가 있다, ~에 관련되다           

build on ~을 더 발전시키다           

apply A to B 적용하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in relation to ~에 관련하여, ~에 관련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so that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draw on ~을 활용하다           

089 actual a. 실제의 

shark n. 상어

fear n. 두려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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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 v. 눕다

whenever conj. ~할 때는 언제든지, ~할 때마다

treat n. 대접, 한턱, 선물, 특별한 것 

experience n. 경험, 체험

pleasant a. 즐거운, 기분 좋은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wait for ~를 기다리다             

lie down 눕다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as soon as ~하자마자, ~하자 곧            

Chapter
  16

091 certain a. 확실한, 어떤

species n. (생물 분류상의) 종 

crucial a. 중대한

ecosystem n. 생태계 

keystone n. 핵심

vital a. 중요한, 생명의 

structure n. 구조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reveal v. 드러내다

tropical a. 열대의

collectively ad. 집합적으로, 총괄하여 

continuous a. 연속적인 

crop n. 수확량, 작물 

consume v. 소비하다

plentiful a. 많은, 풍부한 

sustain v. 유지하다, 부양하다 

eliminate v. 제거하다, 멸종시키다 

rainforest n. (열대) 우림 

conservation n. 보존, 보호 

likelihood n. 기회, 가능성 

thus ad. 그러므로 

insufficient a. 불충분한

preserve v. 보존하다

poisonous a. 독이 있는

purify v. 정화하다 

pool n. 수영장

especially ad. 특히

feature v. 특별히 포함하다

community n. 공동체, 지역사회 

provide v. 제공하다

vivid a. 생생한, 선명한

convince v.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risk n. 위험

while conj. ~하는 동안에

indicate v. 나타내다, 보여주다 

identity n. 정체, 신원

report v. 알리다, 발표하다, 보도하다 

worldwide ad. 전 세계에, 전 세계적으로 

significantly ad. 상당히[크게] 

lower a. 더 낮은

rate n. 비율

sting n. 침[가시] 

bite n. 물기, 무는 행위 

leave to ~에 맡기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의하면            

feed on ~을 먹다[먹고 살다]            

by nature 날 때부터, 본래            

due to ~으로 인해, 때문에           

090 behavior n. 행동

capture n. 포획, 구금, 체포 

perform v. 수행하다

technique n. 기법, 기술 

common a. 보통의, 일반적인 

method n. 방법, 방식 

normally ad. 보통(은), 일반적으로

order n. 명령

reward n. 보상(금), 포상

follow v. 따르다

simply ad. 그저, 단순히 

activity n. 활동, 행동 

particular a. 특별한, 특정한 

occur v. 일어나다, 생기다

happen v.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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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hape v. 모양을 고치다 

depend on ~을 신뢰하다           

draw attention to ~의 관심을 끌다            

quantities of 많은~           

092 sandy a. 모래로 뒤덮인

explain v. 설명하다

complexity n. 복잡함

path n. 길

sophisticated a. 세련된, 복잡한, 정교한 

overlook v. 간과하다

nest n. 둥지

complex a. 복잡한

imply v. 암시하다, 함축하다 

strategy n. 전략

apparent a. 외관상의, ~인 것처럼 보이는 

reflection n. 반성, 반영, 심사숙고 

form n. 형태, 형식 

solidify v. 굳어지다, 굳히다 

shape n. 형태

mold n. 유형, 틀

operation n. 작업, 운영, 수술 

factor n. 요인

associate v. 연관시키다, 연합시키다

genetic a. 유전의, 유전학의 

environmental a. 환경의

identify v. 확인하다, 발견하다

psychological a. 심리(정신)적인 

replace v. 대체하다

think up ~을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dapt to ~에 적응하다, 순응하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093 control v. 통제하다, 조절하다 

generally ad. 일반적으로

constantly ad. 끊임없이

direct v. 지시하다

belief n. 신념, 믿음 

false a. 그릇된, 가짜의 

consider v. 고려하다

consciously ad. 의식적으로

movement n. 움직임

heel n. 뒤꿈치 

roll v. 구르다

shift v. 바꾸다

intention n. 의도

emotionally ad. 감정적으로

automatically ad. 저절로 

unlike prep. ~와 다른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and so on 기타 등등           

094 boundary n. 경계

along prep. ~을 따라 

range n. 다양성, 범위, 산맥

among prep. ~중에 

seem v. ~인 것 같다

ideal a. 이상적인 n. 이상 

provide v. 제공하다

separation n. 분리

establish v. 설립하다

recognize v. 알아채다, 인정하다 

physical a. 물리적인, 신체적인

feature n. 특징

flood n. 홍수

shift v. 바꾸다

alter v. 변경하다 

separate v. 분리시키다

frequently ad. 자주

cause v. 일으키다

determine v. 결정하다

exact a. 정확한

international a. 국제적인

invisible a. 볼 수 없는 

changeable a. 바뀔 수도 있는

remove v. 제거하다

fix v. 고치다

in reality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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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ly ad. 오로지

objective a. 객관적인

concrete a. 구체적인, 확실한

theory n. 이론 

agreement n. 동의 

insight n. 통찰력

trigger v. 유발하다

threat n. 위협 

response n. 반응

cause v. ~을 야기하다 

relative a. 상대적인

verbal a. 구두의, 말로 된 

usefulness n. 유용성 

source n. 근원, 출처

as ~ as possible 가능한 ~하게 

of one's own 자기 자신의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in turn 결국 

pull back 후퇴하다[물러나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의하면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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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space n. 공간

sort n. 종류 

useless a. 쓸모없는 

result n. 결과

organized a. 조직화된

knowledge n. 지식

corrupt v. 부패하게 만들다 

junk n. 쓰레기

various a. 다양한 

filter n. 여과 장치 

distinguish v. 구별하다

reliable a. 믿을 수 있는

unreliable a. 신뢰할 수 없는

relation n. 관계, 관련

consumer n. 소비자, 고객 

in fact 사실           

095 form v. 형성하다 

incredibly ad. 엄청나게, 믿기 힘들게도 

individual a. 개인의 

contain v. 포함하다

subset n. 부분 집합

potential a. 잠재적인

unit n. 구성 단위, 한 개[단위] 

phoneme n. 음소(음성상의 최소 단위) 

ejective a. 방출하는 

consonant n. 자음

anthropologist n. 인류학자 

altitude n. 고도 

either a. 어느 하나의

ignore v. 무시하다

discover v. 발견하다

generally ad. 일반적으로

elevation n. 고도, 높이

burst n. 파열

reveal v. 드러내다

factor n. 요인

psychological a. 심리(정신)적인 

definition n. 정의

geographic a. 지리적인

pitch n. (목소리)음의 높이, 정점 

presence n. 존재

occur in ~에서 발견되다, ~에 존재하다            

be characteristic of ~의 특징이다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096 research n. 연구

undergraduate n. 대학생

assistant n. 조수, 보조원

participant n. 참가자 

assume v. 추정하다, 취하다 

nod v. 끄덕이다

frown v. 눈살을 찌푸리다

unsmiling a. 웃지 않는

opinion n.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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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v. ~하는 경향이 있다

pollute v. 오염시키다 

advantage n. 이점

exchange n. 교환 

available a. 이용할 수 있는

convince v.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responsible a. ~에 책임(감)이 있는

individual n. 개인 

organization n. 조직, 기구 

otherwise ad. 그렇지 않으면 

intellectual a. 지적인, 지능의 

environment n. 환경, 상황 

meaningless a. 무익한 

thus ad. 그러므로 

addiction n. 중독 

identity n. 정체, 동일성 

be full of ~으로 가득차다            

all sorts of 모든 종류의            

as a result 결과적으로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protect A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no longer 더 이상 ~아닌[하지 않는]            

099 interior n. 내부, 인테리어 

examine v. 조사하다, 검사하다 

long-term a. 장기적인 

isolation n. 고립, 분리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foundation n. 설립, 재단

volunteer n. 자원 봉사자

assignment n. 과제, 임무, 배치 

judge v. 판단하다

stamina n. 체력, 지구력 

module n. [건축] 모듈

seal v. 밀봉하다

surface n. 표면 

measure v. 측정하다 

aboveground ad. 지상에서

underground a. 지하의, 비밀의

sense n. 감각, 의미

seem v. ~인 것 같다

extend v. 연장하다, 넓히다 

activity n. 활동 

oversleep v. 늦잠 자다

harmful a. 해로운 

unexpected a. 예기치 않은

aim at ~을 겨냥한, 겨냥하다, 노리다            

way of *ing ~하는 방식(방법)           

burst into (갑자기) ~을 터뜨리다, ~로 파고들다           

in short 요컨대            

out of order 고장난            

101 tool n. 연장, 도구

manager n. 경영자, 관리자

satisfied a. 만족한

employee n. 종업원 

connection n. 접속, 연결 

provide v. 제공하다

occasional a. 가끔의 

appreciate v. 인정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setup n. 계획, 목표

budget n. 예산 

entire a. 전체의 

while conj. ~하는 동안에, ~인 반면에

encourage v. 격려하다, 권장하다 

effectively ad. 효과적으로

expectation n. 예상, 기대 

goodwill n. 친선, 호의 

appear v. ~로 보이다, 나타나다 

unexpected a. 예기치 않은

praise v. 칭찬하다 

atmosphere n. 대기, 분위기

consider v. 고려하다, ~으로 여기다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가끔, 이따금            

once in a while 가끔,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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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성공하다, 이룩하다           

end up (*ing/N) 결국 ~하고 말다, 하게 되다            

in the hospital 입원중인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106 medical a. 의학의

fiancée  n. 약혼녀 

depressed a. 우울한

wooden a. 나무로 만든(된), 나무의 

ever ad. 언제나, 이전에, 항상 

marry v. 결혼하다 

traveling salesman 외판원           

recently ad. 최근에 

weep v. 울다

kindness n. 친절 

comfort n. 위로, 위안

suggest v. 제안하다 

pack n. 상자, 묶음, 꾸러미

moment n. 순간

announcement n. 알리는 말, 공고

loudspeaker n. 확성기, 스피커 

hurriedly ad. 허둥지둥, 황급히 

leave v. 떠나다

bill n. 지폐

honey n. 상대방을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

reach v. 손을 뻗다, ~에 이르다 

simply ad. 그저, 단순히 

be away from 로부터 떨어져있다            

far away 멀리, 훨씬 멀리에            

be eager to ~을 하고 싶어하다            

too A to v ~하기엔 너무 A하다           

drive away (차를 몰고) 떠나다, ~을 몰고 떠나다            

be married to ~와 결혼하다            

pass away 죽다            

used to (과거에) ~하곤 했다, ~이었다            

go away (사람·장소를) (떠나) 가다            

as usual 늘 그렇듯이[평상시처럼]            

find oneself *ing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다            

next to (위치상으로) ~ 바로 옆에            

Chapter
  18

103 junior n. (4년제의)3학년, (3년제의)2학년

outstanding a. 두드러진, 우수한 

athlete n. 운동 선수 

athletic a. 운동의, 운동선수의

suddenly ad. 갑자기, 불현듯 

steep a. 가파른, 경사가 급한 

injury n. 상처, 부상 

equipment n. 장비, 용품, 비품 

left-handed a. 왼손잡이의 

sloping a. 경사진, 비탈진

besides prep. ~외에 

cast n. 깁스 붕대

conclude v. 결론을 내리다, 결론짓다

suffer v. (고통을)겪다, (부상을)당하다

nerve n. 신경

regain v. 되찾다, 회복하다 

starter n. 선발 선수

substitute v. 교체 선수, 후보 선수

championship n. 선수권 대회, 챔피언전

sprain v. (팔목, 발목을) 삐다 

ankle n. 발목 

leave v. 남겨두다

balance v. 균형을 잡다 

crowd n. 관중, 군중

deathly ad. 죽은 듯이

swish n. 휙 하는 소리 

teammate n. 팀 동료 

prove v. 입증하다

determination n. 결의, 결단, 투지 

obstacle n. 장애(물) 

make the team 팀에 들다           

take away from ~을 빼앗아가다            

so that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try out for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다,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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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unless conj. ~하지 않는 한, 않는 경우 외에는 

invest v. 투자하다 

precious a. 소중한, 귀중한

professional a. 직업적인, 프로의

concerning prep. ~에 관한 

through prep. ~을 통해

achieve v. 성취하다, 이루다 

leave v. 떠나다

retire v. 은퇴하다, 물러가다 

beat n. 울림, 박자 

while conj. ~하는 동안에

successful a. 성공적인, 성공한 

pitcher n. 투수

discover v. 발견하다, 알아내다 

unable a.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adopt v. 입양하다 

lead v. 이끌다

conflict v. 상충하다

ability n. 능력 

quality a. 훌륭한

consider v. ~으로 여기다 

unbelievable a. 믿을 수 없는, 놀랄만한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miss a beat 순간 주저하다            

be unable to ~할 능력이 없다            

lead to ~로 이어지다, ~로 이끌다            

on the road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동이 많은           

conflict with ~와 상충되다, 상반되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give up ~을 포기하다, 그만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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