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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new 갱신하다

lease 임대 계약
dramatic 극적인

turn 변화; 변화하다
apparent 분명한

assistedliving facility 생활 보조 시설
longtime 오랫동안의

resident 거주자

release 풀어주다

substantial 상당한

hardship 고난, 곤궁 
appreciate 감사하다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19 notice 발견하다

secretly 몰래, 비밀리에
quicken 빠르게 하다
pedal 페달
field 벌판

odd 이상한

throat 목구멍
drop 떨어뜨리다

shame 부끄러움, 수치심
regret 후회
misunderstand 오해하다

20 positive 긍정적인

selftalk자신에게 하는 말
go through ~을 겪다
mirror 거울

evidence 증거

psychologist 심리학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cknowledge 인정하다

trust 신뢰하다

declare 선언하다

21 concept 개념

term 용어
archery 궁술, 양궁
miss 빗나가다

mark 과녁
commit저지르다
proper 적절한
nutrition 영양

exercise 운동

rest 휴식

businesspeople 사업가

physical 육체적인, 신체적인
negotiation 협상

stamina 힘, 정력
deal 계약

worldclass 세계 수준의
strength 힘

mental 정신적인

opponent 상대편 선수

major 중요한
22 recovery 회복 (시간)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overall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intensive 집중적인

session (활동) 시간
investment 투자

sprinter 단거리 선수
present 현실에 충실한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

다

23 please 즐겁게 해주다
imply 암시하다

foster 조장하다, 육성하다

uniformity 획일성

obedience 복종

evaluate 평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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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e 읽고 쓸 수 있는
education 교육

key goal 핵심 목표

take place 생겨나다, 발생하다
setting 환경, 상황
competition 경쟁

24 athlete 선수, 경기자 

female 여자
male 남자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the number of ~의 수
join 참가하다, 연결하다
steadily 꾸준히

drop 감소하다, 떨어지다

25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head 장(長), 우두머리
professional 전문가

general reader 일반 독자

politician 정치인

pope 교황

numerous 수많은, 다수의

inspire 영감을 주다
lecture 강연하다
professorship 교수직
engage in ~을 하다, ~에 참가하다 

award 주다, 수여하다
honor 수여하다, 경의를 표하다

26 hold 개최하다

register 등록하다

instructor 강사

at all times 항상

27 treasure 보물

countryside 시골

classic 고전풍의

make up ~을 구성하다

maximum 최대

passenger 승객

detail 세부사항

28 competition 경쟁

manuscript 원고, 필사본
publisher 출판사, 출판업자
fierce 치열한

selective 선택적인, 선별적인
commercial 상업적인

competently 적절하게, 유능하게

editing 편집
stand little chance at ~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29 unreasonably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이게

selfesteem 자존감

magnify 확대하다

underestimate과소평가하다
evaluation 평가

disrespectful 무례한
remark말, 언급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selfworth 자존감

higherthanaverage 평균보다 높은
quality 질

30 opening 창, 구멍, 틈

incubator 인큐베이터, 조산아 보육기
rub 문지르다, 비비다
wrist 손목
stream흐르다, 흘러나오다

cheek 뺨
bond 유대감을 형성하다
wipe 닦다

whisper 속삭이다

grasp 움켜쥐다, 움켜잡다
surge 큰 파도,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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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세차게 나오다, 분출하다
31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evolutionary 진화의, 진화론에 의한

adaptation 적응

reproduction 번식
strive for ~을 얻으려고 애쓰다
driving force 추진력

striking놀라운, 이목을 끄는
founder 창시자

32 rocketbomb 로켓포

flying bomb 비행 폭탄 
wound 부상을 입히다
consistently 시종일관

miss 빗맞히다, 못 맞히다

target 목표물, 표적
fall short of ~에 못 미치다
suburb교외, 근교
plant 배치하다, 심다

secret agent 비밀 요원
deceptive 거짓의

33 spend money on ~에 돈을 쓰다

revolve around ~을 중심으로 돌아
가다

consumption 소비
commodity 상품

bill 청구서

expense 경비, 비용
be dependent on ~에 의해 좌우되다
crude oil 원유

tension 긴장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
drive up ~을 증가시키다, (값을) 올

리다

utility bill 공과금 청구서
34 observation 관찰

exploration 탐구, 탐험, 답사
profound 심오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puzzling 당혹스럽게 만드는
suicide 자살

declare 분명히 말하다, 선언하다 
describe 묘사하다

socalled 소위, 이른바
35 enhance 높이다, 향상하다 

productivity 생산성

moreover 게다가 
organization 조직 
purchasing 구매

suffer 어려움을 겪다, 고생하다

value 가치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36 emigrate (타국으로) 이주하다

contribution 공헌, 기여

water engineering 물공학

fire protection 방화(防火)
activate 작동시키다, 작동하다 

flow out 쏟아져 나오다
burn down 타 버리다, 전소되다
flood 침수시키다

a series of 일련의 

defect 결점, 결함
manually 손으로, 수동으로
perfect완성하다

in use 사용되는 
concept 개념 

37 focus 초점을 맞추다 
firm 회사 

desire 요구, 욕구
product 제품 
in the proper manner 적절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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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소비자

promotion 판촉, 승진
current 현재의

ultimately 궁극적으로 
benefit 이롭게 하다, 혜택을 주다

38 debt 빚

extra money 여윳돈

guarantee 보장하다, 보증하다
fail 동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
end up결국 ~하게 되다

frustrated 좌절된, 실망한
uninterrupted 방해받지 않는
on schedule 예정대로

39 dramatic 극적인

anthropologist 인류학자
luncheon 오찬, 점심
light meat 흰살 고기
tuna 참치

distinctive 독특한, 구별이 분명한
hostess 여주인

rattlesnake 방울뱀

invariably 어김없이

vomit 토하다
digestion 소화

reverse 뒤집다, 바꾸어 놓다

disgusting 혐오스러운

trigger 촉발하다, 방아쇠를 당기다
reversal 반전

digestive 소화의

40 unconcerned 태연한
approach 접근하다

in a flash 번개같이

in sight시야에, 보이는 거리에
disturbed 동요하는, 불안한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tolerate 참다, 인내하다
previous 앞선, 이전의
flee 도망가다 

crosscountry 크로스컨트리(경기)
remote외진, 외딴
take flight 도망치다

a quarter mile 4분의 1마일

disturbance 방해, 침해
exposure 노출

41 proceed 진행하다, 나아가다

~ humble 시시한, 변변찮은
42 material 재료

term 용어
limited 제한된

deliberate 의도적인

option 선택권
limitation 제한, 한정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classic 고전의, 일류의, 걸작의
artwork 예술작품

render 만들다

recreate 재현하다

circumstance 환경
inspiration 영감 
obstacle 장애물

43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 marked 두드러진

45 recess (학교의) 휴식 시간, 휴식

remind상기시키다
contribute 기여하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upcoming 다가오는

sort 분류하다

distribute 분배하다

take on (일·책임을) 떠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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