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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 은퇴하다  -> retirement 은퇴

competition 대회

promote 증진시키다 

instruction 수업, 교육


19

crawl 기어가다 

ignore 무시하다

bring A to B A를 B로 가져오다

inconvenience 불편함

crowded 붐비는

surrounded ~로 둘러싸인


20

outcome 결과

essence 본질

delight 기쁨; 많은 기쁨을 주다

immediate 즉시, 즉각적인

result from ~로부터 초래되다, 기인하다


21

detect 알아내다, 감지하다

rather 상당히, 꽤

apply 적용되다

get used to ~ing ~에 익숙해지다

asset 자산

consciousness 의식

proverb 격언


22

direction 방향

bend 굽히다, 구부리다

result in 초래하다 (=because=lead to)

hind 뒤의

tendency 경향


23

in the midst of ~가 한창일 때, ~ 중에

profit 이윤

unfavorable 불리한

circumstance 환경

suburb 교외

constant 끈임 없는, 변함없는


24

factor 요인, 요소

rate 비율


25

capital 수도, 대문자, 자본금

consist of	 ~로 구성되어 있다

    = be made up of

    = be composed of

symbolize 상징하다


26

individual 개개의, 개별의; 개인

certificate 수료증

registration 등록

sign up 참가하다, 가입하다


27

regular 상시의, 정기적인

treasure 보물

donation 기부금

reservation 예약    -> reserve 예약하다

accompany 동반하다


28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solution 해결책

excuse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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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routine 습관, 일상

reflect on 되돌아보다, 곰곰이 생각하다

regretful 후회하는

appreciate 고마워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progress 진전을 보이다, 나아가다

aspect 양상, 측면

motivated 자극받은, 동기가 부여된

hardship 어려움, 곤란

trap 덫

negative 부정적인 <-> positive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30

hold onto 붙잡다, 매달리다

take a hold of 붙잡다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let go 놓아주다

by oneself 혼자(alone)

be proud of ~를 자랑스러워하다


31

figure out 이해하다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random 무작위의

complex 복잡한 = complicated

in-between 중간의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따라

improve 개선하다


32

revival 부흥

industrial 산업의

replace 대체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in particular 특히

disturb 방해하다, 불안하게 만들다

resident 거주민

uncover 알아내다


33

rural 시골의, 지방의

cash crop 환금작물

precious 귀중한

export 수출하다  <-> import 수입하다

cannot (help) but V ~하지 않을 수 없다

source 원천

income 소득

in a sense 어떤 의미로는

environmental 환경의

argue 주장하다

shortage 부족


34

concern 우려, 관심사

exposure 노출

device 장치, 기구

commercial 광고

adapt to 적응하다

desperately 필사적으로

discourage 막다, 말리다, 좌절시키다

skip 건너뛰다

industry 산업

expert 전문가

eventually 결국

incentive 격려, 보상금

reduction 감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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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 열망

jail 감옥

debt 빚

confidence 자신감

refuse 거절하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정하다

praise 칭찬하다


36

essential 필수적인 

invest 투자하다

politics 정치

majority 대다수

determine 결정하다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 다소

free will 자유 의지


37

unification 통합, 통일

productive 생산성 있는

remain 여전히 ~이다, 남아있다

diversity 다양성

current 현재의

unify 통합, 일치

disunity 분열


38

eagerly 열심히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in a word 한 마디로

make the most of ~를 최대한 활용하다

hesitation 주저함

instrument 도구, 기구


39

rush 재촉하다, 서두르다

recover 회복하다

deadline 기한

proper 적절한 = appropriate

flavor 풍미

lead to 초래하다 = bring about

additional 추가적인


40

confidence 신뢰, 자신감

vegetarian 채식의

be likely to V ~하기 쉽다(개연성이 있다)

diverse 다양한

enthusiasm 열정

in general 보통, 대개

confident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41-42

drown 익사하다

absorb 흡수하다

interrupt 방해하다

constant 끈임 없는

stick to ~을 계속하다

to a large extent 대체로, 대단히

conflict 갈등; 충돌하다, 대립하다

take up ~를 차지하다

subject 주제, 과목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a time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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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ick 향수병에 걸린

luggage 수화물

head to ~로 향하다

sigh 한숨; 한숨짓다

relief 안도, 안심 -> relieve 안심하다

initial 처음의, 초기의

doubt 의심, 의혹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panic 공포, 허둥지둥

pull over 차를 (길가에) 대다

pound 세게 치다

cautiously 조심스럽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