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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concern  관여하다, ~에 이해 관계가 있다

□ 002	senior  노인

□ 003	extended  장기간에 걸친, 연장된

□ 004	path  (산책)길

□ 005	all but  거의

□ 006	impassable  지나갈 수 없는

□ 007	cracked  금이 간, 갈라진

□ 008	debris  파편

□ 009	litter  흩트려놓다, 어지르다, 더럽히다

□ 010	roll  (통, 물건을) 굴리다

□ 011	devote  바치다, 헌납하다

19
□ 012	announce  발표하다

□ 013	majority  과반수, 득표수

□ 014	work out  (문제 등을) 풀다[계산하다]

□ 015	take over  이어받다

□ 016	beyond belief  믿을 수 없는

□ 017	manage to V  간신히 V하다

□ 018	overcome  극복하다

□ 019	urge  충동

□ 020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리다

□ 021	delight  즐거움

□ 022	struggle  노력, 고투

20
□ 023	speak volumes  의미 심장하다

□ 024	exhibit  내보이다, 나타내다

□ 025	reserve  유보[보류]하다

□ 026	define  정의하다

□ 027	bossy  거만한

□ 028	mean  심술궂은; 무례한

□ 029	less-than-desirable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 030	assumption  추측, 가정

□ 031	label  ~라고 분류[명시]하다

□ 032	shut out  ~을 차단하다

□ 033	eliminate  제거하다

□ 034	observation  관찰

21
□ 035	virtually  사실상, 거의

□ 036	considerable  상당한

□ 037	practice  실천하다

□ 038	discipline  훈련(하다); 규율

□ 039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 040	explore  탐구하다

□ 041	sort  분류하다

□ 042	put ~ into perspective  ~을 통찰하다

□ 043	potential  잠재력

□ 044	figure out  이해[파악]하다

22
□ 045	gadget  작은 기계 장치; 도구

□ 046	junk  잡동사니, 폐품

□ 047	satisfaction  만족

□ 048	rush  흥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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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	concern  관심

□ 072	inequality  불평등

□ 073	resolve  해소하다

□ 074	conflict  갈등

26
□ 075	perceive  인식하다

□ 076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 077	revolutionary  혁명적인

□ 078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 079	progress  발전, 진보

□ 080	relative  상대적인

□ 081	consequent  결과로 일어나는

□ 082	appliance  제품, (가정용)기기

□ 083	vastly  막대하게, 엄청나게

□ 084	chore  허드렛일, 잡일

□ 085	virtually  사실상

□ 086	profession  (전문적인) 직업

□ 087	domestic  가정의, 국내의

□ 088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 089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 090	corporate  기업

27
□ 091	trail  숲길, 오솔길; (발)자국

□ 092	comfortable  편안한

□ 093	accompany  동반하다, 동행하다

□ 094	participant  참가자

□ 095	in advance  사전에, 미리

□ 049	temporary  일시적인

□ 050	recommendation  추천

□ 051	craft  공예(기술)

□ 052	stuff  물건

23
□ 053	overprotective  과잉 보호하는

□ 054	spare  면하게 하다, 막다

□ 055	consequence  결과

□ 056	lack  결핍되다

□ 057	bounce back from  ~에서 회복하다

□ 058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 059	certain  어떤; 어느 정도의; 정해진

□ 060	prepare  준비시키다

□ 061	adulthood  성인기

24
□ 062	rank  (순위를) 차지하다, 기록하다

□ 063	followed by  뒤이어, 잇달아

□ 064	combined  결합된, 합쳐진

□ 065	gap  차이

□ 066	compared to  ~에 비해서

25
□ 067	chemistry  화학

□ 068	structure  구조

□ 069	award  상을 주다

□ 070	colleague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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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in the distance  멀리서

□ 120	curiously 신기한 듯이

□ 121	roar with laughter  크게 웃다

□ 122	dense  무성한, 빽빽한

□ 123	horizon  지평선

□ 124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하게 여기다

□ 125	namely  즉, 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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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colonize  식민화하다

□ 127	resident  거주자

□ 128	identify  인식하다

□ 129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 130	distinguish  구분하다

□ 131	commoner  평민

□ 132	demonstrate  드러내다, 보여주다

□ 133	elevated  높아진

□ 134	distinctive  독특한

□ 135	tutor  강사; 가르치다

□ 136	standardize  표준화하다

□ 137	received  인정된, 표준이 되는

□ 138	fashionably  유행을 따라서, 최신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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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thrill  감동시키다, 전율시키다

□ 140	resolution  결심; 해결, 해답

□ 141	matter  중요하다

□ 142	stick to  ~을 고수하다

□ 143	be supposed to V  V 해야 한다

28
□ 096	pass on  ~을 물려주다

□ 097	flea market  벼룩시장

□ 098	take place  개최되다; 발생하다

□ 099	goods  물건, 상품

□ 100	student council  학생회실

□ 101	stationery  문구류

□ 102	gymnasium  체육관

□ 103	purchase  구입[구매]하다

□ 104	spoil  상하다

29
□ 105	religion  종교

□ 106	inadequate  충분하지 않은

□ 107	consistency  한결같음, 일관성

□ 108	shift  변화

□ 109	philosophy  철학

□ 110	inquire into  ~을 조사하다, 탐구하다

□ 111	nature  본질, 특성

□ 112	encourage  권장하다

□ 113	likewise  마찬가지로

□ 114	pass on  ~을 물려주다

□ 115	rational  이성적인

□ 116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30
□ 117	plains  평원

□ 118	anthropologist 인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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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rub (맞대어) 비비다, 문지르다

□ 170	dust  가루, 먼지

□ 171	cling to ~에 달라붙다

□ 172	friction  마찰

□ 173	static electricity  정전기

□ 174	atmosphere  대기

□ 175	charge  (전기를) 충전하다, 채우다

□ 176	electrical charge  전하

□ 177	flow  흐름

36
□ 178	correlation  상관관계

□ 179	variable  변수, 변인

□ 180	illustrate  보여주다

□ 181	causal  인과관계의

□ 182	statement 진술

□ 183	conduct  수행하다

□ 184	attempt  시도하다

□ 185	predictor  전조가 되는 것; 예측 변인

□ 186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 187	obviously  분명하게

□ 188	preference  선호(도)

37
□ 189	casual  우연한, 뜻밖의; 평상시의

□ 190	observer  목격자, 관찰자

□ 191	dehydrate  탈수되다, 수분이 빠지다

□ 144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 145	duty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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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executive  임원

□ 147	complaint  불평

□ 148	claim  요구, 청구, 주장

□ 149	arrival  도착

□ 150	solution  해결(책)

□ 151	occupy  (공간, 시간을) 차지하다

□ 152	exaggerate  과장하다

□ 153	bothersome  성가신 것

□ 154	bother  괴롭히다

34
□ 155	extreme  극단적인

□ 156	vivid  생생한

□ 157	arouse  자극하다

□ 158	aspect  국면, 양상

□ 159	bits  작은 조각, 토막, 파편 부분

□ 160	recall  ~을 상기하다, 회상하다

□ 161	fade away  희미해지다

□ 162	estimate  추정하다, 예상하다

□ 163	imprecise  부정확한

□ 164	inaccurate  부정확한

□ 165	forecast  예측

□ 166	biasd  편향된, 선입견이 있는

□ 167	perception  인식

□ 168	overcome  극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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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base  기슭, 기초, 토대

□ 215	estimate  추정하다

□ 216	steep  가파른

□ 217	significantly  상당히

□ 218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 219	perceive  지각하다

41~42
□ 220	extinct  멸종된

□ 221	creature  생명체, 피조물

□ 222	fascinating  매력적인

□ 223	advisor  자문관, 조언자

□ 224	foster  기르다, 촉진시키다

□ 225	primary school  초등학교

□ 226	journal  정기 간행물; 일지, 일기

□ 227	inspire  영감을 주다

□ 228	ethical  도덕적인

□ 229	spatial  공간적인

43~45
□ 230	selfish  이기적인

□ 231	temper  성질

□ 232	hurtful  상처를 주는

□ 233	concerned  걱정하는

□ 234	drive  (못, 말뚝 따위를) 박다

□ 235	tough  단단한; 억센

□ 236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 237	furious  격노한, 몹시 화난

□ 238	gradually  점차적으로, 점점

□ 192	shrink  줄다, 수축하다

□ 193	expose  노출시키다

□ 194	typically  일반적으로

□ 195	hormonal  호르몬의

□ 196	direct  ~을 이끌다, ~에 영향을 주다

□ 197	regulation  조절

38
□ 198	graceful  우아한

□ 199	harmonious  조화로운

□ 200	awkward  어색한

□ 201	frustrating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 202	embarrassing  당혹하게 하는

□ 203	undergo  겪다

□ 204	humiliating  창피한

39
□ 205	knowledgeable  박식한, 총명한

□ 206	brilliant  훌륭한, 멋진

□ 207	vocation  직업

□ 208	exploration  탐구

□ 209	humanity  인류[인간]; 인간성

□ 210	sociologist  사회학자

□ 211	rare  드문

□ 212	interrelationship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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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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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eventually  결국

□ 240	hold one’s temper  화를 참다

□ 241	achievement  성취

□ 242	pay attention  주목하다

□ 243	scar  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