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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nnounce 알리다, 발표하다

compete 경쟁하다

international 국제적인

competition 경기, 대회, 경쟁

take place
(행사 등이) 열리다. 

발생하다

participate in 참가하다

fund 자금, 돈

fundraising concert 모금 음악회

passion 열정

in advance 미리, 사전에

19 present 수여하다, 제공하다

finalist 후보자

gather 모이다

uneasy 불안한

subject 주제, 피실험자

rank 순위를 정하다

confidence 자신감

declare 공표하다, 발표하다

applause 박수갈채

20 instructor 교관, 강사

inspect 검사하다, 조사하다

perfection 완벽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prove-proven-proven 증명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encourage N to V N이 ~하도록 장려하다

21 passive 수동적인 

browse 훑어보다

effective 효과적인

claim 주장하다

compete 경쟁하다

regardless of ~ ~와 상관없이

proactive 진취적인

logically 논리적으로

occasional 가끔은

resume 이력서

22 shut off 멈추다

cut back on 줄이다, 삭감하다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a number of 많은

carry out 수행하다

maintain 유지하다

function 기능하다 ; 기능

pathway 경로

insight 통찰

pay attention to ~에 집중하다

respond 반응하다

mood 감정, 기분

in addition 게다가, 더욱이

continuous 계속된

23 operate 운영되다

monsoon 장마

crop 농작물

harvest 수확 ; 수확하다

base on ~ ~를 근거로 하는

predict 예측하다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local 지역의, 지방의

central 중앙의

temperature 기온

rarely 거의 ~않게

opposite 정반대의

24 accurately 정확하게

recognize 인식하다

label 이름을 붙이다

refer to 로 불리다, 언급하다

psychologist 심리학자

vocabulary 어휘

absolutely 절대적으로

transformative 변화시키는

distinguish 구분하다, 구별하다

a range of 다양한, 광범위한

various 다양한 

manage 관리하다

ups and downs 좋은 일과 나쁜 일

ordinary 평범한, 일상의

existence 존재

process 과정, 절차

related to ~와 관련된

regulation 규제, 제약

psychosocial 심리 사회적인

29 get along 잘 지내다

race 인종, 민족

religion 종교

flock 무리를 짓다 ; 떼, 무리

common 흔한

tendency 경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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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뿌리 박히게 하다

species 종 

condition 조건화 시키다 ; 조건, 상태

foreign 낯선, 외래의

likelihood 가능성

similarity 유사점

30 rejection 거절

negatively 부정적으로

affect 영향을 미치다

aspect 측면, 양상

consider 고려하다

therapy 치료법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request 요청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circumstance 환경

31 generalization 일반화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humanize 인간미가 있다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particular 세부사항 : 특정한, 세부적인

tragic 비극적인, 비극의

thereafter 그 다음에

engage 관련 있게 만들다

similarity 유사점

boredom 지루함

wisdom 지혜

32 interaction 상호작용

uniquely 유례 없이

stimulate 자극하다

achiever 성취를 이룬 사람

previous 이전의

literature 문헌, 문학

crucial 결정적인, 중요한

creativity 창의성

organization 조직, 기구

conversation 대화

factor 요소

professional 전문적인

33 subtitle 자막 : 자막 처리하다

translate 통역하다

dialogue 대화

occasion 경우, 사건, 일

unsubtitled 자막 없이

viewpoint 관점

character 등장인물

absence 부재, 없음

34 dynamic 역학

dramatically 극적으로

concept 개념

advantage 이점, 장점

perceived 인식된

demand 부담, 수요

resource 자원

circumstance 상황, 환경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drop 떨어지다

struggle 고전하다, 힘들게 싸우다

pressure 압박, 압력

35 awake 깨어 있는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effect 영향, 효과

beneficial 이익이 되는

improve 향상시키다

performance 수행능력, 성과, 공연

currently 현재

stimulation 자극 

suffer 시달리다, 고통받다

36 architectural 건축학적인

attitude 사고방식, 태도

emerged 나타나다

industrial 산업의, 산업적인

argument 주장 

inhuman 비인간적인

have more to do 
with~ ~와 더욱 관련이 있다

approach 접근

ordinary 평범한

craft 공예

generation 세대

demonstrate 보이다, 입증하다

mastery 숙달한

material 재료

simplicity 단순성

plain 평범한, 평평한

perfectly 완벽하게

craftsman 장인, 기능공

rootedness 뿌리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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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인근 지역

37 moral 도덕

tragic 비극적인, 비극의

in nature 사실상, 원래의

uplift 위로 올리다, 향상시키다

degrade 격하시키다

performance 연주, 공연, 수행

incompetence 무능

accomplish 숙달 시키다, 성취하다

doubtful 미덥지 못한

character 등장인물

composer 작곡가

show off 뽐내다

task 임무, 과제

communicate 전달하다, 의사 소통하다

38 ecosystem 생태계

biodiverse 생물학적 종 다양성

wildlife 야생동물

opportunity 기회

obtain 얻다, 획득하다

species 종

react 작용하다.

respond to N 반응하다, 응답하다

habitat 서식지

entire 전체의

completely 완전히

prey upon~ ~을 먹이로 삼다

dramatic 극적인

drought 가뭄

a variety of 다양한

no longer 더 이상 ~ 않게

39 connect 연결시키다

inspire 영감을 주다

wonder 궁금해 하다

dawn 새벽, 시작

civilization 문명 

ancestor 선조, 조상

myth 신화

legendary 전설적인, 전설의

element 요소

narrative 이야기

identity 정체성

generation 세대

practical 실용적인

keep track of ~ ~을 기록하다, 추적하다

essential 필수적인

aid 보조 도구

gathering 수확  

navigation 항해

vital 필수적인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modern 현대

remote 외딴, 거리가 먼

observe 관찰하다, 준수하다

40 layer 층, 겹

effect 영형, 효과

especially 특히

concentration 농도, 집중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

damaging 해로운

evolve 발달시키다, 진화하다

advantage 이점, 장점

redistribute 재분배하다

shallow 얕은

absorb 흡수하다

concentrate 농축하다,  집중하다

decay 부패하다, 썩다

poison 오염시키다. 독, 독약

immune 면역

toxic 유독한, 독성이 있는

essentially 본질적으로

eliminate 제거하다

competition 경쟁자, 경쟁

heave metal 중금속

41 journey 여정, 여행

shorten 줄이다, 짧게 하다

misery 비참함

impatience 조급함

judgement 비난, 판단

frustration 좌절

reside 거주하다

shift 바뀌다. 움직이다

unknowingly 무심코

cut off 끼어 들다

belly 배쪽의, 배의

miserable 비참한

most likely 아마도

statement 진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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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nnounce

compete

international

competition

take place

participate in

fund

fundraising concert

passion

in advance

19 present

finalist

gather

uneasy

subject

rank

confidence

declare

applause

20 instructor

inspect

perfection

ridiculous

prove-proven-proven

accomplish

encourage N to V

21 passive 

browse

effective

claim

compete

regardless of ~

proactive

logically

occasional

resume

22 shut off

cut back on

reveal

a number of

carry out

maintain

function

pathway

insight

pay attention to 

respond

mood

in addition

continuous

23 operate

monsoon

crop

harvest

base on ~

predict

influence

local

central

temperature

rarely

opposite

24 accurately

recognize

label

refer to

psychologist

vocabulary

absolutely

transformative

distinguish

a range of

various

manage

ups and downs

ordinary

existence

process

related to 

regulation

psychosocial

29 get along

race

religion

flock

common

tendency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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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ndition

foreign

likelihood

similarity

30 rejection

negatively 

affect

aspect

consider

therapy

come up with

request

unfavorable

circumstance

31 generalization

specific

humanize

humanitarian

particular

tragic

thereafter

engage

similarity

boredom

wisdom

32 interaction

uniquely

stimulate

achiever

previous

literature

crucial

creativity

organization

conversation

factor

professional

33 subtitle

translate

dialogue

occasion 

unsubtitled

viewpoint

character

absence

34 dynamic

dramatically

concept

advantage

perceived

demand

resource

circumstance

competitive

drop

struggle

pressure

35 awake

attentive

effect 

beneficial

improve

performance

currently

stimulation

suffer

36 architectural

attitude

emerged

industrial

argument

inhuman

have more to do 
with~

approach

ordinary

craft

generation 

demonstrate

mastery

material

simplicity

plain

perfectly

craftsman

rootedness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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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oral

tragic 

in nature

uplift

degrade

performance

incompetence

accomplish

doubtful

character

composer

show off

task

communicate

38 ecosystem

biodiverse

wildlife

opportunity

obtain

species

react

respond to N

habitat

entire

completely

prey upon~

dramatic 

drought

a variety of

no longer 

39 connect

inspire

wonder

dawn

civilization

ancestor

myth

legendary

element

narrative

identity

generation 

practical

keep track of ~

essential

aid

gathering

navigation

vital

explore

modern

remote

observe

40 layer

effect

especially

concentration

unaffected

damaging

evolve

advantage

redistribute

shallow

absorb

concentrate 

decay

poison

immune

toxic

essentially

eliminate

competition

heave metal

41 journey

shorten

misery

impatience

judgement

frustration

reside

shift

unknowingly

cut off 

belly

miserable

most likel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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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알리다, 발표하다

경쟁하다

국제적인

경기, 대회, 경쟁

(행사 등이) 열리다. 
발생하다

참가하다

자금, 돈

모금 음악회

열정

미리, 사전에

19 수여하다, 제공하다

후보자

모이다

불안한

주제, 피실험자

순위를 정하다

자신감

공표하다, 발표하다

박수갈채

20 교관, 강사

검사하다, 조사하다

완벽

우스꽝스러운

증명하다

성취하다

N이 ~하도록 장려하다

21 수동적인 

훑어보다

효과적인

주장하다

경쟁하다

~와 상관없이

진취적인

논리적으로

가끔은

이력서

22 멈추다

줄이다, 삭감하다

밝히다, 드러내다

많은

수행하다

유지하다

기능하다 ; 기능

경로

통찰

~에 집중하다

반응하다

감정, 기분

게다가, 더욱이

계속된

23 운영되다

장마

농작물

수확 ; 수확하다

~를 근거로 하는

예측하다

영향을 미치다

지역의, 지방의

중앙의

기온

거의 ~않게

정반대의

24 정확하게

인식하다

이름을 붙이다

로 불리다, 언급하다

심리학자

어휘

절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구분하다, 구별하다

다양한, 광범위한

다양한 

관리하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평범한, 일상의

존재

과정, 절차

~와 관련된

규제, 제약

심리 사회적인

29 잘 지내다

인종, 민족

종교

무리를 짓다 ; 떼, 무리

흔한

경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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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박히게 하다

종 

조건화 시키다 ; 조건, 
상태

낯선, 외래의

가능성

유사점

30 거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측면, 양상

고려하다

치료법

생각해 내다

요청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31 일반화

구체적인, 특정한

인간미가 있다

인도주의자

세부사항 : 특정한, 
세부적인

비극적인, 비극의

그 다음에

관련 있게 만들다

유사점

지루함

지혜

32 상호작용

유례 없이

자극하다

성취를 이룬 사람

이전의

문헌, 문학

결정적인, 중요한

창의성

조직, 기구

대화

요소

전문적인

33 자막 : 자막 처리하다

통역하다

대화

경우, 사건, 일

자막 없이

관점

등장인물

부재, 없음

34 역학

극적으로

개념

이점, 장점

인식된

부담, 수요

자원

상황, 환경

경쟁력이 있는 

떨어지다

고전하다, 힘들게 싸우다

압박, 압력

35 깨어 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영향, 효과

이익이 되는

향상시키다

수행능력, 성과, 공연

현재

자극 

시달리다, 고통받다

36 건축학적인

사고방식, 태도

나타나다

산업의, 산업적인

주장 

비인간적인

~와 더욱 관련이 있다

접근

평범한

공예

세대

보이다, 입증하다

숙달한

재료

단순성

평범한, 평평한

완벽하게

장인, 기능공

뿌리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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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37 도덕

비극적인, 비극의

사실상, 원래의

위로 올리다, 향상시키다

격하시키다

연주, 공연, 수행

무능

숙달 시키다, 성취하다

미덥지 못한

등장인물

작곡가

뽐내다

임무, 과제

전달하다, 의사 소통하다

38 생태계

생물학적 종 다양성

야생동물

기회

얻다, 획득하다

종

작용하다.

반응하다, 응답하다

서식지

전체의

완전히

~을 먹이로 삼다

극적인

가뭄

다양한

더 이상 ~ 않게

39 연결시키다

영감을 주다

궁금해 하다

새벽, 시작

문명 

선조, 조상

신화

전설적인, 전설의

요소

이야기

정체성

세대

실용적인

~을 기록하다, 추적하다

필수적인

보조 도구

수확  

항해

필수적인

탐험하다, 탐구하다

현대

외딴, 거리가 먼

관찰하다, 준수하다

40 층, 겹

영형, 효과

특히

농도, 집중

영향을 받지 않는

해로운

발달시키다, 진화하다

이점, 장점

재분배하다

얕은

흡수하다

농축하다,  집중하다

부패하다, 썩다

오염시키다. 독, 독약

면역

유독한, 독성이 있는

본질적으로

제거하다

경쟁자, 경쟁

중금속

41 여정, 여행

줄이다, 짧게 하다

비참함

조급함

비난, 판단

좌절

거주하다

바뀌다. 움직이다

무심코

끼어 들다

배쪽의, 배의

비참한

아마도

진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