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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touch of 약간의

accommodate ~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agree 동의하다
agreement 합의, 동의
arrangement (복수형) 준비
aspect 국면, 측면

elegance 우아함

extra 여분의, 각별한
grace ~에 명예를 주다, ~을 영광되게 하다
grateful 감사하는

military군대
move ~ forward ~을 앞쪽으로 옮기다
order 임무, 명령

presence 참성, 존재
remain남아 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19
application 적용, 사용법, 응용
cement 굳게하다, 다지다, 결합하다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memorization 기억, 암기
method 방법

mouth 낭랑하게 말하다
of help=helpful도움이 되는

phrase어구
principle 원칙

repetition 반복

20
duty 근무, 의무
staiton 가지

sand for 모래톱

sense 직감, 감각, 느낌
current해류, 조류, 흐름

make it~에 용케 도달하다, 성공하다
catch up with ~을 따라 잡다
struggle 허우적 거리다, 노력하다

get close 가까이 다가가다
reason with ~을 설득하다
wear ~out ~을 지치게 하다
drown 익사하다,가라앉다

exhausted 치진, 기진맥진한

21
access ~에 접근하다

impact 영향, 충격
significant 상당한, 상당히 많은
component 요소, 성분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을 야기하다

livestock 가축

in terms of ~에 관하여, ~의 관점에서
emission 배출, 방출

atmospheric 대기의

clearance 벌체, 제거, 철거
land clearance개간
grain 곡물, 낟알

cultivation 경작

in contrast with ~와 대조적하여
conventinal 전통적인

minimal 최소한의

22
locate ~을 찾아내다

amid ~의 한가운데
sacttered 흐트러진

neat 깔끔한

messy 난잡한, 엉망의, 지저분한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personality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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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상태

disorderly 무질서한

mess 엉망인 상태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deliberately 고의로, 의도적으로
constantly 계속해서, 지속해서
make a statement 진술하다

presentation 표현, 공개, 상연
physical 물리적인, 신체적인
revealing 드러내는

crystallization 구체화

23
describe 기술하다, 묘사하다
precise정확한

quantity 양

approximate ~을 어림하다(대충말하다)
convennient 편리한

universe 우주

give or take 더하거나 빼다
approximately 대략
interact 상호작용하다

nonsense 터무니 없는 생각

24
as a whole 전체적으로

feature특징
priortiy 우선사항, 
water resistance 방수

available 이용 가능한
counterpart 대응하는것

response 응답

proportion 비율

slightly약간의
shatter-proof 바스러지지 않는

25
 annual 매년의
auditorium 강당

extra 추가의
beverage 음료
make sure 꼭 ~하다
blanket 담요

contact 연락하다

26
breathtaking 깜짝 놀랄 만한

duration 소요시간
general 일반
insurance 보험
cancellation  취소

prior ~전
refund 환불하다

27
landscape 풍경, 경치
master대가
rapidly 빠르게
stroke 붓놀림, 한 획

shade 그늘, 색조
wash 엷은 칠, 엷은 색조
official 공식적인

court 궁정, 왕궁, 대궐
emperor 황제

found 창립하다, 설립하다
happening 우연히 일어난 일

peak 정상, 산꼭대기
twisted뒤틀린
school (학술.예술의) 파

28
cut costs 비용을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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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향상시키다

profitability 수익성

short-lived 수명이 짧은, 단기적인

productivity 생산성

machinery 기계류

investment 투자

standard 수준, 기준, 표준

indication 지표, 표시, 암시

29
overabundance 과잉

depressed 우울한
purchase 구매하다
ironic 아이러니한
relieved 안도하는

prompt 촉진하다
satisfied 만족하는

30
slip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zip up 지퍼를 올리다
wake up 깨어나다

furious 명렬한, 성난
snore 코를 골다
stumble on ~에 걸려 넘어지다
bend over 몸을 숙이다

mumble 중얼거리다

gradually 차차, 서서히, 천천히
visibly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31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by accident 우연히

field 분야, 영역

interpret 해석하다

cooperation 협력

go on a vacation 휴가를 가다
slightly약간
coincidence 일치, 동시발생

expert 전문적인
significance 중요함

medication 약

culture 배양균

mold 곰팡이

32

evolve 발전시키다. 진화하다
swarn 벌떼, 큰 무리, 군중
intelligence 지성, 지능
hive 벌집

scout 정찰대, 정찰, 감시
argue 논의하다.논쟁하다
civilized 문명화된

perform 수행하다

waggle흔들다; 흔드는 동작
convince 납득시키다

merit 장점

enthusiastic 열성적인

congress 의회

remainder 나머지

potential 잠재적인

overvome 극복하다

33
confident 자신감 있는
embarrassed 당황스러운
admit 인정하다
governor 주지사

hydrogen 수소

atom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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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 분자

quit 그만두다

padadoxically 역설적으로

perceive 인식하다

practice 행동, 관행
employ이용하다
fundamental 기본적인

34
extremely 극단적으로, 매우
responsive 반응하는

unconscious 무의식적인

life-saving 생명을 구하는
decision 결정

factor 요소

practical 실용적인

conduct 실행하다

reuse 재사용하다

cite 언급하다, 인용하다
donate기증하다
a protion of ~의 일부
laundry 세탁

the mojority of ~의 대부분
impression 인상

35
suppose 가정하다

frozen 얼린, 냉동의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

satisfy 만족(충족)시키다
reduce감소시키다, 줄이다
substitute 대신하는것, 대체재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complement 보충, 보완재

36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rewarding 가치가 있는, 보답이 있는
element 요소

negative 부정적인

overeat 과식하다

consequence 영향, 결과
gain weight 체중이 늘다

notice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root 뿌리 내리게 하다

37
flight 항공편

priest 사제, 성직자
separate 분리된, 별개의
as per ~에 따라서

repeatedly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instinctive 본능적인

exchange 교환, 교감

gradually 점차적으로, 서서히
regain 회복하다
witness 목격하다

incredible 믿을수 없는

intangible 만질수 없는

38
vitally 생명상(으로), 불가결하데, 참으로

maintain 유지하다

surface 표면

matter 중요하다

stable 안정된
normal정상적인
properly 적절히, 알맞게
internal 내부의

generate 만들어내다, 생성시키다
external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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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옷

behave 행동하다

mechanism 구조, 체제

sweat 땀을 흘리다
enzyme 효소

39
shortage 부족

aid 구호, 도움
agency기관, 대리점
desertification 사막화

vegetation 초목, 식물
drought 가뭄

adquate 적절한, 알맞은
overcome 극복하다

moisture 습기

region 지역
refugee 피난민

sporadic 산발적인

40
self 자아

theory 이론
simply put 간단히 말하면, 즉
objective 객관적인

statistician 통계 전문가

inevitably 필연적으로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mparison 비교

attribute 특성, 속성

41-42
buddy 동료
conflict 갈등

housework 집안일
hang out 놀다

point out 지적하다
strict 엄격한
realize 깨닫다

regarding ~에 관하여
appropriate 적절한
completion 끝내는 것

43-45
bungalow 방갈로
annoy 짜증나게 하다
slam 쾅 닫다

naked 나체인
spot 발견하다
accumulate 쌓이다
beneath 아래

glance 흘끗 보다
inched open 살짝 열리다
supper 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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