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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resident 회장, 대통령

aim 목적

aware 인식하는,

access 접근하다 ; 접근

humble 겸허한

request 요청

appreciate 감사하다, 이해하다

grant 주다, 부여하다

permission 허락, 허가

19 present 선물

absolutely 완전히

thrilled 들뜬

communicate 소통하다

daydream 몽상에 잠기다

flip (책 등을) 넘기다

20 expert 전문가

estimate 추정하다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nonverbal 비 언어적인

significant 중요한

tune in ~에 맞추다, 귀 기울이다

general 일반적인

initial 최초의, 처음의

encouraging 격려를 주는

empowering 힘을 주는

greet 인사하다

a great deal of 많은 양의

21 when it comes to ~ ~에 관해

fossil fuel 화석 연료

industry 산업

agricultural 농업의

rainforest 열대 우림

excessive 과도한

drive 가동시키다, 유발하다

industrial 산업의, 산업적인

consumption 소비

summed 합쳐진

product 생산물

crisis 위기

drill 시추하다

financial 금전적인

incentive 동기, 인센티브

regularly 정기적으로

electricity 전기

generate 만들어 내다

power plant 발전소

derive ~에서 끌어내다, 얻어내다

crude oil 원유

engage in ~에 참여하다

slap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기

generation 세대 

resource 자원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

responsibility 책임

22 worthless 가치가 없는

valuable 귀중한

ensure 보장하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

appropriate 적절한

usage 사용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indication 표시, 지시

prime 최적의, 주요한

utilize 활용하다

loyalty 충성심

delightful 즐거운

encourage 조장하다, 격려하다

23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

specific 특정한

circuit 회로

regular 규칙적인

practice 연습, 관행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grateful 감사하는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gratitude 감사

relaxation 휴식

neuron 뉴런, 신경

activate 활성화시키다

pathway 경로

lasting 지속적인

encouraging 고무적인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possibility 가능성

improve 개선시키다

enhance 강화 시키다

24 dynamic 역동적인

mobility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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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행사하다, 연습하다

regarding ~와 관련하여

profession 직업

religion 종교

pose 제기하다, 부여하다

traditional 전통적인

evident 분명한

commit to ~ ~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alternative 대안

desired 바람직한

identity 정체성

prescribe 규정하다, 처방을 내리다

impose 부여하다

underneath 아래, 밑

competitive 경쟁적인

trustworthy 진정한

29 reduction 감소

mineral 미네랄

pesticide 살충제

fertilizer 비료

beneficial 이로운

earthworm 지렁이

essential 필수적인

uptake 흡수

decline 감소

content 함량, 내용물

wheat 밀

absorption 흡수

acidic 산성의

overall 전반적인

characteristic 특성. 특징

determine 결정하다, 결심하다

accumulation 축적, 누적

30 species 종 

approach ~에 이르다, 접근하다

extinction 멸종

coordinate
통합하다, 조화를 이루게 

하다

conservationist 환경보호 활동

authority 정부 당국, 권위

population 개체수, 인구

diminish 감소하다

individual 개체, 개인, 개별

supplement 보충하다 ; 보충제

life stage 생애 주기

adulthood 성체, 성년

crocodile 악어

hatchling 부화한 유생

equip (장비를) 갖추다

31 telegraph 전보 ; 전보를 보내다 

metaphor 비유, 은유

advance 미리. 사전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empower
할 수 있게 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adapt 적응하다

involve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circumstance 상황, 환경

process 처리하다. 

unite 통합하다. 

object 반대하다

compete 경쟁하다

recover 회복하다

32 underlie 기반이 되다

define 규정하다. 정의하다

artificial 인공의

replace 교체하다

essentially 본질적으로

advanced 후기의, 진행된

fade 흐려지다. 점차 사라지다. 

33 construct 형성하다, 건설하다

hypothesis 가설

calculate 계산하다

statistics 통계(학)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systematic 체계적인

pitch 음조

track 추적하다

frequency 빈도

prediction 예측, 예언

34 organism 생물

attract 유혹하다, 끌어 당기다

glow 빛

imitate 모방하다

firefly 반딧불이

evolutionary 진화의, 진화적인

fascinating 흥미로운, 매혹하는

cloak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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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ility 보이지 않음. 비가시성

molecule 분자

creature 생물, 생명체

blend into~ ~에 섞이다

sparkle 반짝임

reflection 반사

scattered 분산된

35 algorithm 알고리즘

tendency 경향

grab hold of ~ ~을 움켜 잡다

confirm 확인하다

ignore 무시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acknowledge 인정하다, 인식하다

existence 존재, 현존

diversity 다양성

sheltered 보호 받는

extreme 극단적인

disastrous 참담한, 재앙의

intellectual 지적인

isolation 고립, 분리

distortion 왜곡, 뒤틀림

for oneself 스스로

36 roughly 대략, 거칠게

electronic 전자의, 전자적인

commerce 상거래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perception 인식

nowhere 아무데도 ~ 않게

obvious 분명한, 명백한

physical 물리적인

stock 구비하다, 쌓아 놓다

virtual 가상의

variety 다양성

aggressive 공격적인

combination 결합, 조합

steady 꾸준한, 지속적인

expand 확장되다

snowball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37 literary work 문학 작품

nature 본질, 속성, 자연

rather than ~하기 보다는

imply 함축하다, 추론하다

state 진수하다, 묘사하다

generalization 일반화

statement 진술

depend on ~에 의지하다. ~에 따르다

implication 함축 

proportion 비율

interpretation 해석하다

figure out 알아내다, 계산해 내다

analytical 분석적인

practice 숙련, 연습, 관행

38 nutrition 영양

supplement 보충제

absorb 흡수하다

consume 섭취하다, 소비하다

pill 알약

majority 대다수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적인

contaminate 오염시키다. 감염시키다

substance 물질

ingredient 성분, 재료

investigative 조사의, 조사하는

protein 단백질

regulation 규제, 제약

gamble 도박

39 kinetic 운동의, 운동에 의해 생기는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

represent 나타내다

physical 물리적인, 육체적인

conserve 보존하다

swing 흔들리다

sweep out 쓸어 내다

in terms of ~로, ~의 관점에서

brief 짧은, 간략한

constantly 끊임없이

40 uncertainty 불확실성

realm 영역

informed 정보에 근거한

unequipped 갖추어 지지 않은

meet  demands 요구에 부합하다

complex 복잡한

black-or-white 흑백 양자택일의

term 용어, 말

oversimplify 지나치게 단순화하다

as opposed to ~에 반대로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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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ve 확정적인, 최종적인

as to ~에 관하여

with regard to ~에 관하여

complicated 복잡한

41 genetic 유전적인

diagnosis 진단

determinism 결정론

subsequent 차후의, 이어서 오는

determine 결정하다, 결심하다

destine 운명 짓다

inherit 물려받다

trauma 정신적 충격

dynamic 역학 관계

predetermine 미리 결정하다

interaction 상호작용

racially 인종적으로

complicated 복잡한

merely 단지

coding 암호화

remarkable 눈에 띄는, 놀라운

narrative 이야기

destiny 운명

empower 힘을 부여하다

enhance 강화 시키다

dominate 지배하다

innovation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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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resident

aim

aware

access

humble

request

appreciate

grant

permission

19 present 

absolutely

thrilled

communicate

daydream

flip

20 expert 

estimate

pay attention to

nonverbal

significant

tune in

general

initial

encouraging

empowering

greet

a great deal of

21 when it comes to ~

fossil fuel

industry

agricultural

rainforest

excessive

drive

industrial

consumption

summed

product

crisis

drill

financial

incentive

regularly

electricity

generate

power plant

derive 

crude oil

engage in

slap

generation

resource

recognize

responsibility

22 worthless

valuable

ensure

accessible

appropriate

usage

frequently

indication

prime

utilize

loyalty

delightful

encourage 

23 neuroscientist

specific

circuit

regular 

practice

fundamentally

grateful

confident

gratitude

relaxation

neuron 

activate

pathway

lasting

encouraging

intentionally

possibility

improve

enhance

24 dynamic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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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regarding 

profession

religion

pose 

traditional

evident

commit to ~

alternative

desired

identity

prescribe

impose

underneath

competitive

trustworthy

29 reduction

mineral

pesticide

fertilizer

beneficial

earthworm

essential

uptake

decline

content

wheat

absorption

acidic

overall

characteristic

determine

accumulation

30 species

approach

extinction

coordinate

conservationist

authority

population

diminish

individual

supplement

life stage

adulthood

crocodile

hatchling

equip

31 telegraph

metaphor

advance

inform A of B

empower

adapt

involve

circumstance

process

unite

object

compete

recover

32 underlie

define

artificial

replace

essentially

advanced

fade

33 construct

hypothesis

calculate

statistics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itch

track

frequency

prediction

34 organism

attract

glow

imitate

firefly

evolutionary

fascinating

cloak

invisibility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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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ure

blend into~

sparkle

reflection

scattered

35 algorithm

tendency

grab hold of ~

confirm

ignore

constantly

acknowledge

existence

diversity

sheltered 

extreme

disastrous

intellectual

isolation

distortion

for oneself

36 roughly

electronic

commerce

fundamentally

perception

nowhere

obvious

physical

stock

virtual

variety

aggressive

combination

steady

expand

snowball

37 literary work

nature

rather than

imply

state

generalization

statement

depend on

implication

proportion

interpretation

figure out 

analytical

practice

38 nutrition

supplement

absorb

consume

pill

majority

artificial

contaminate

substance

ingredient

investigative

protein

regulation

gamble

39 kinetic

potential energy

represent

physical

conserve

swing

sweep out

in terms of

brief

constantly

40 uncertainty

realm

informed

unequipped

meet  demands

complex

black-or-white

term

oversimplify

as opposed to

accurate

definitive

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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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 to

complicated

41 genetic

diagnosis

determinism

subsequent

determine

destine

inherit

trauma

dynamic

predetermine

interaction

racially

complicated

merely

coding

remarkable

narrative

destiny

empower

enhance

dominat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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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장, 대통령

목적

인식하는,

접근하다 ; 접근

겸허한

요청

감사하다, 이해하다

주다, 부여하다

허락, 허가

19 선물

완전히

들뜬

소통하다

몽상에 잠기다

(책 등을) 넘기다

20 전문가

추정하다

~에 주의를 기울이다

비 언어적인

중요한

~에 맞추다, 귀 기울이다

일반적인

최초의, 처음의

격려를 주는

힘을 주는

인사하다

많은 양의

21 ~에 관해

화석 연료

산업

농업의

열대 우림

과도한

가동시키다, 유발하다

산업의, 산업적인

소비

합쳐진

생산물

위기

시추하다

금전적인

동기, 인센티브

정기적으로

전기

만들어 내다

발전소

~에서 끌어내다, 얻어내다

원유

~에 참여하다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기

세대 

자원

인식하다, 인지하다

책임

22 가치가 없는

귀중한

보장하다

접근 가능한

적절한

사용

자주, 빈번하게

표시, 지시

최적의, 주요한

활용하다

충성심

즐거운

조장하다, 격려하다

23 신경과학자

특정한

회로

규칙적인

연습, 관행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자신감이 있는

감사

휴식

뉴런, 신경

활성화시키다

경로

지속적인

고무적인

의도적으로

가능성

개선시키다

강화 시키다

24 역동적인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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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다, 연습하다

~와 관련하여

직업

종교

제기하다, 부여하다

전통적인

분명한

~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대안

바람직한

정체성

규정하다, 처방을 내리다

부여하다

아래, 밑

경쟁적인

진정한

29 감소

미네랄

살충제

비료

이로운

지렁이

필수적인

흡수

감소

함량, 내용물

밀

흡수

산성의

전반적인

특성. 특징

결정하다, 결심하다

축적, 누적

30 종 

~에 이르다, 접근하다

멸종

통합하다, 조화를 이루게 
하다

환경보호 활동

정부 당국, 권위

개체수, 인구

감소하다

개체, 개인, 개별

보충하다 ; 보충제

생애 주기

성체, 성년

악어

부화한 유생

(장비를) 갖추다

31 전보 ; 전보를 보내다 

비유, 은유

미리. 사전

A에게 B를 알려주다

할 수 있게 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적응하다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상황, 환경

처리하다. 

통합하다. 

반대하다

경쟁하다

회복하다

32 기반이 되다

규정하다. 정의하다

인공의

교체하다

본질적으로

후기의, 진행된

흐려지다. 점차 사라지다. 

33 형성하다, 건설하다

가설

계산하다

통계(학)

주의를 기울이다

체계적인

음조

추적하다

빈도

예측, 예언

34 생물

유혹하다, 끌어 당기다

빛

모방하다

반딧불이

진화의, 진화적인

흥미로운, 매혹하는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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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음. 비가시성

분자

생물, 생명체

~에 섞이다

반짝임

반사

분산된

35 알고리즘

경향

~을 움켜 잡다

확인하다

무시하다

끊임없이

인정하다, 인식하다

존재, 현존

다양성

보호 받는

극단적인

참담한, 재앙의

지적인

고립, 분리

왜곡, 뒤틀림

스스로

36 대략, 거칠게

전자의, 전자적인

상거래

근본적으로

인식

아무데도 ~ 않게

분명한, 명백한

물리적인

구비하다, 쌓아 놓다

가상의

다양성

공격적인

결합, 조합

꾸준한, 지속적인

확장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37 문학 작품

본질, 속성, 자연

~하기 보다는

함축하다, 추론하다

진수하다, 묘사하다

일반화

진술

~에 의지하다. ~에 따르다

함축 

비율

해석하다

알아내다, 계산해 내다

분석적인

숙련, 연습, 관행

38 영양

보충제

흡수하다

섭취하다, 소비하다

알약

대다수

인위적인, 인공적인

오염시키다. 감염시키다

물질

성분, 재료

조사의, 조사하는

단백질

규제, 제약

도박

39
운동의, 운동에 의해 

생기는

위치 에너지

나타내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보존하다

흔들리다

쓸어 내다

~로, ~의 관점에서

짧은, 간략한

끊임없이

40 불확실성

영역

정보에 근거한

갖추어 지지 않은

요구에 부합하다

복잡한

흑백 양자택일의

용어, 말

지나치게 단순화하다

~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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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밀한

확정적인, 최종적인

~에 관하여

~에 관하여

복잡한

41 유전적인

진단

결정론

차후의, 이어서 오는

결정하다, 결심하다

운명 짓다

물려받다

정신적 충격

역학 관계

미리 결정하다

상호작용

인종적으로

복잡한

단지

암호화

눈에 띄는, 놀라운

이야기

운명

힘을 부여하다

강화 시키다

지배하다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