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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work on	 (일, 연구 등에) 종사하다

youth	 청년

unemployment	 실업

attend	참석하다

presentation	 발표회

auditorium	 강당

propose	 제안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develop	 만들다, 개발하다

opportunity	 기회

community	 지역 사회

figure	 (저명)인사

honor	 ~에게 영예를 주다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19.

turn	 차례

give a speech	연설하다

nothing but	 ~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escape	(말, 한숨 등이) 저절로 나오다

throat	 목(구멍)

prepare	 준비하다

follow	 따르다

laughter	 웃음소리

judge	 심사 위원

disappointed	 실망한

audience	 청중

contest	 대회

laugh out loud	큰 소리로 웃다

inability	 무능


20.

recent	최근의

study	 연구

interesting	 흥미로운


finding	결과

habit	 습관

formation	 형성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acquire	 익히다, 얻다

positive	 긍정적인

report	 보고하다, 알리다

impulsive spending	 충동적 소비

dietary	음식의

decrease	 감소하다

consumption	 소비

regularly	 규칙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21. 

noise	 소음

negative	 부정적인

effect	 영향

ability	 능력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thus	 그러므로

constant	 지속적인, 끊임없는

exposure	 노출

be related to	 ~과 관계가 있다

achievement	 성취

researcher	 연구자

preschool	 유치원

reduce	줄이다

performance	 성적, 성과, 수행

prereading	 읽기 전의

improve	 향상하다

suggest	 보여 주다, 제안하다

consistently	 일관되게

perform	 성취하다, 실행하다

setting	환경

impact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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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fe	 생활, 일상, 활기

urban	 도시의

attraction	 매력

face	 직면하다

lively	 활기찬

frequently	 자주

crowded	 붐비는, 혼잡한

ancient	고대의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23. 

uncomfortable	불편한

risk	 위험

be motivated to	 ~하도록 동기 부여되다

strategy	 전략

additional	 추가적인, 부가적인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article	 기사

consult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

uncertainty	 불확실성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purchase	 구매

employ	 이용하다

decision rule	 판단 규칙

result in	 ~을 초래하다, 결과를 낳다

offering	 제공된 것[물품]

profit	 수익

pursue	추구하다

eagerly	간절히, 열망하여


24. 

daily	 하루의, 매일의

usage	 사용

device	기기, 장치

overall	전반적으로

steadily	 꾸준히


average	 평균


25.

interaction	 상호 작용

encourage	 부추기다

location	 장소, 위치

connectedness	 유대

isolation	 고립

field study	 현장 연구

allow ~ to do	 ~가 …할 수 있게 하다

forbid(-forbade-forbidden)	 금지하다

via	 ∼을 통해

voice chat	 음성 채팅

text chat	 문자 채팅

preference	 선호(도)

offer	 말하다, 제출하다, 제공하다

dislike	싫어하다

favor	 선호하다

participant	 참가자

polite	 예의 바른, 공손한


26.

choir	 합창단

performance	 공연

applicant	 지원자


27.

awesome	 멋진

air	 방송되다

comics(pl.)	 (신문, 잡지 등의) 만화란


28.

worthwhile	 가치가 있는

contain	 담다, 포함하다

routine	일과

cut out	∼을 잘라 내다

post	 붙이다, 게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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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기분, 기운

lift	 고양시키다


29. 

lizard	 도마뱀

weigh	 무게가 나가다

mature	다 자란

mainly	주로

tail	 꼬리

disappear	 사라지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male	 수컷(의)

female	암컷(의)

resemble	 닮다


30.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exhausted	 기진맥진한

afterward	 그 후에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to one’s feet	 일어서 있는

ahead of	 ~ 앞에

deserve	 자격이 있다


31.

skilled	능숙한, 숙련된

make demands on	 ~을 필요로 하다, ~을 요구
하다

support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

place	 경우

earn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생계를 유지하다

stitch	 바느질하다, 꿰매어 꾸미다

cut out	(잘라서) ~을 만들다

sew ~ together	 ~을 꿰매 붙이다

uppers	(신발의) 윗부분

tool	 도구

efficient	 효율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32.

billion	 10억

join together	 결합하다

cell	 세포

complex	 복합적인, 복잡한

multicellular organism	다세포 생물

evolve	진화하다

spread	퍼뜨리다

genetic material	 유전 물질

effective	 효과적인

fastforward	 (테이프 따위를) 빨리 앞으로 감다

full of	 ~으로 가득한

social	 사회적인, 사교적인

principle	 원리, 원칙

apply	 적용되다

in groups	 무리를 지어

dominant	 지배적인, 우월한

species	 (생물의) 종


33.

advertising	 광고하기, 광고(업)

mapmaking	 지도 제작

have ~ in common	 ~을 공통으로 지니다, 공유
하다

share	 공유하다

limited	제한된, 한정된

version	(이전 것이나 비슷한 것과 약간 다른) 형태

advertisement	광고

appealing	 매력적인

present	 제공하다

meet	 충족하다

cover up	 ~을 숨기다, ~을 가리다

play down	 ~을 약화시키다

favorable	 유리한

comparison	 비교

similar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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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제품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competitor	 경쟁 상대

likewise	 마찬가지로

remove	 제거하다

detail	 세부 사항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34.

simply	간단히 말해, 요약하면

mental picture	심상

draw	 (그림을) 그리다

cave	 동굴

recently	 최근에

various	다양한

language	 언어

adapt to	 ~에 적응하다

impact	영향

nerve	 신경 (조직)

saying	속담


35.

negotiation	 협상

care about	 ~에 대해 신경 쓰다, 마음 쓰다

identify	알아보다, 확인하다

value	 소중하게 생각하다

at no cost	 비용을 들이지 않고

in return	 보답으로

seller	 판매자

close a deal	 거래를 매듭짓다

originally	 원래

potential	 잠재적인

prefer	 선호하다


36.

businessman	 경영인

complain	 불평하다


grateful	 감사하는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forget	 잊다

include	넣다, 포함하다

respond	 답장을 보내다

be away	 집을 떠나 있다

rarely	 좀처럼 ~하지 않다

immediate	 즉각적인

warm	 훈훈한, 따뜻한

check	 수표

sum	 액수

mail	 (우편으로) 보내다, 부치다


37.

hit puberty	 사춘기가 되다

go through	 ~을 겪다

growing pain	 성장통

share	 공유하다

first	 처음 한 일

used to do	 ~하곤 했다

be into	~을 좋아하다

rap	 랩(음악)

pop	 팝(음악)

scary	 무서운

alike	 비슷한


38.

duty	 의무

host	 주인

geography	 지형, 지리

influence	 영향을 주다

value	 중요하게 여기다

shelter	거처, 숙소

author	저자

beast	 짐승

abuse	 악용하다

violation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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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ar sharing	 차량 공유

resident	 주민, 거주인

ownership	 소유

culture	문화

gain	 얻다

popularity	 인기

exceed	넘다, 초과하다

adult	 성인

traffic jam	 교통 체증

pollution	 대기 오염

replace	 대체하다

driverless car	 무인 자동차

license	면허

operate	 (기계를) 조작하다

struggle with	 ~에 고심하다

parking lot	 주차장


40.

look for	 ∼을 찾다


manufacturer	 제조 업체

introduce	 소개하다

reputation	 평판

impression	 인상

promising	 유망한

executive	 임원

fluent	 유창한

bow	 고개를 숙여 인사하다

slightly	약간

custom	 풍습

relaxed	편안한

atmosphere	 분위기

do one’s homework	 철저히 준비하다

informal	 격식을 차리지 않는

unprofessional	비전문적인


41-42

request	 부탁하다, 청하다

morally	도덕적으로

obvious	 분명한

be caught up with	 ~에 사로잡히다

ignore	무시하다

once	 한번은, 옛날에

receive	받다

unrelated	 관련 없는

subject	주제

write back	 써서 보내다, 답장하다

reply	 대답, 답

deal with	 ~을 다루다, 처리하다

note	 지적하다, 주목하다

patience	 인내심

remind ~ that ...	 ~에게 …을 상기시키다

proper	적절한


43-45

village	마을

slave	 노예

servant	 하인

unkind	불친절한

cruel	 잔인한

make a mistake	 실수하다

overcook	 너무 익히다

punish	벌하다

lock	 (문을) 잠그다

recover	 회복되다

close	 친밀한, 가까운

go by	 (시간이) 지나가다

catch	 잡다

guard	 경비병, 경비원

decide	마음먹다, 결심하다

severely	 호되게, 심하게

order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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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 in ...	 ~을 …에 넣다

cage	 우리

somehow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run away	 달아나다

forest	 숲

instead of	 ~ 대신에

afraid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injure	 다치게 하다

bleed	 피가 나다

search for	 ~을 찾다

herb	 약초, 풀

cure	 치료하다

wound	상처

take care of	 ~을 돌보다

as soon as	 ~하자마자

lick	 핥다

free	 풀어 주다; 자유로운

treat	 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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