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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design 재설계하다

identity 정체성

launch 출시하다

anniversary 기념일

inspire 고양시키다, 고무시키다

capture 담다

convey 전달하다

proposal 제안서, 제안

19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thrilled 황홀해 하는

awe 경외심

be about to V 막 ~하려던 참이다

at a loss 어쩔 줄 몰라 하는 

still 고요히, 가만히

rooted 꼼짝 못하게 된

relieved 안도하는

indifferent 무관심한

embarrassed 당황스러운

confident 확신에 찬

20 discomfort 불편한

shut down 차단하다

overcome 극복하다

instinct 본능

essential 필요한, 필수적인

formular 공식

21 tendency 경향 

interpret 해석하다

selectively 선택적으로

stack 쌓다

arrange 정리하다, 배열하다

support 지지하다, 지원하다

viewpoint 관점

perception 지각, 인식

stand out 두드러져 보이다

related 관련된

current 현재의

quote 인용문, 인용

highlight 강조하다

phenomenon 현상들

22 rather than ~ ~라기 보다는

motivate 동기부여하다

consider 여기다, 고려하다

incomplete 미완성의

performance 과제 수행,  공연

acceptable 수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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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수행하다

submit 제출하다

reason 생각하다, 추론하다

substandard 기준 이하의

appropriate 적절한

23 curiosity 호기심

challenge 도전

take on 떠 맡다

motivate 동기부여하다

threat 위협

approach 접근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defensive 방적인

reaction 반응

aggression 공격성

irritation 짜증

24 critical 중요한, 비판적인

vertical 수직의

transportation 교통수단

efficient 효율적인

expand 확장시키다

skyscraper 고층 건물

advance 발전

construction 건설

29 occasion 경우, 어떤 일

genuine 진짜의

obvious 명확한

identify 알아보다, 구분하다

insincere 진실하지 못한

fake 가짜의

primarily 주로

affect 영향을 미치다

manufacture 지어내다, 제조하다

noticeably 눈이 뜨게

entire 전체의

30 complex 복잡한

essential 필수적인

function 기능 ; 기능하다

straighten 직선화 하다, 펼치다

cross-section 횡단면

disastrous 피해를 주는, 재앙의

irregular 불규칙한

leak 스며들다

ever-chang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incredibly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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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변화

destroy 파괴하다

capacity 능력, 역량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state 주, 국가

annually 매년

31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consideration 고려사항

unburden 부담을 벗어나게 하다

sort out 가려내다

external 외부의

32 athlete 운동선수

moral reasoning 도덕적 분별

decline 감소하다

progress 전진하다. 나아가다

emphasis 강조하다

character 인성

development 함양, 발전, 개발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trait 특성, 특징

enhance 강화하다

resist 저항하다

temptation 유혹

lifetime 일생동안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33 due to ~때문에

Mass 대중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unheard-of 들어본 적이 없는

confront 맞닥뜨리다

simultaneous 동시에

genre 장르

orient ~를 지향하게 하다, 적응하다

physical 물리적인

restrict 국한시키다, 제한하다

distributor 배급자

actively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determine 결정하다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considerable 상당한

34 concern 관련되다. 걱정스럽게 만들다.

primarily 주로, 주요하게

standpoint 관점

absence 부재, 없음

instantiation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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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ize 내면화하다

perspective 관점, 시각

interaction 상호작용

constantly 끊임없이

confront 마주하게 하다

essential 필수적인

35 linked to ~와 연관된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epidemic 전염병

advance 발전하다

destructive 파괴적인

outbreak 창궐, 발생

typhoid 장티푸스

influenza 독감, 인플루엔자

connection 연관성

overcrowding 인구 과밀

sanitation 위생

recognition 인식, 인지

pioneering 선구적인

36 immediately 즉각적으로

attract 끌리게 하다. 유혹하다

eyesight 시력

evolution 진화

involve 수반하다, 관련짓다

structure 구조

organism 유기체, 생명체

occur 발생하다

generation 세대

alert 경계하다

recognize 알아보다

afar 멀리, 아득히

protect 보호하다

37 interact 상호작용하다

critical 중요한, 비판적인

analyze 분석하다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하다

fool 속이다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raise 제기하다, 들어 올리다

government 정부

block 가로 막다

responsibility 책임

combat 싸우다, 전투하다

threat 위협

information literate 정보사용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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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wave 파장, 물결

still 고요한

outward 사방으로

disturbance 교란

bang 꽝 치다

compress 압축시키다

build up 축적하다

release 분출시키다, 퍼뜨리다

density 밀도

likely 아마도

displace 바꾸다, 교체하다

atmosphere 대기, 분위기

39 transfer 이동

organism 유기체, 생명체

grassland 초원

imply 의미하다, 참축하다

sequence 연쇄과정

proportion 부분, 비율

restrict 제한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intake 섭취(량)

40 attend ~에 다니다, 참석하다

one another 서로

commons 공유지

public resource 공공재

41 socialize 사람을 사귀다

tricky 까다로운

inanimate 무생물의

features 특징, 특색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complex 복잡한 

self-esteem 자존감

confidence 자신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tidy 깔끔한, 정리된

gradually 점차적으로

progression 진행, 전진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pointless 무의미한

principle 원칙

exposure 노출

messy 복잡한, 엉망진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