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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n behalf of ~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organization 단체, 조직, 기구

found 설립하다

protect 보호하다

currently 현재

donation 기부금, 기부

consider 고려하다. 인식하다.

19 horizon 수평선

grip 움켜 잡다

shiver 떨다

terror 공포

lifetime 한 평생

catch one's breath
숨을 내쉬다, 숨을 

헐떡이다

at ease 편안한

contented 만족스러운

20 sibling 형제, 자매

rivalry 경쟁

unfavorably 호의적이지 않게

advantage 우위, 장점

vitally 매우, 극도로

sensitive 민감한

accordingly 따라서

comparative 비교의, 비교하는

comment 발언, 언급

routinely 일상적으로

violate 위반하다.

21 fable 우화

saint 성자

meditation 명상

disrupt 방해하다

solution 해결책

ritual 의식

religious 종교적인, 종교의

crisis 위기

illustrate 보여주다, 그려내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resistant 저항하는

stubborn 완고한, 고집 센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strict 제한하다, 방해하다.

surrounding 환경 

internal 내부적인

self-esteem 자존감

22 when it comes to ~ ~에 관하여

stick to ~을 고수하다

chances are (that) ~ ~할 가능성이 있다.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meet a commitment 이행하다, 약속을 지키다

23 creativity 창의성

entirely 오로지, 온전히

internal 내부의

consciousness 의식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a fever of ~의 흥분 속에서

outcome 결과

involve 수반하다, 관여하다

deliberate 의도적인

abstract 추상적인

24 element 요소, 성분

convey 전달하다

journalist 언론인, 기자

maximize 극대화 시키다

alternative 대안, 다른 방법

payoff 결말, 급료

break off 중단하다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

29 research fellow 연구원

carry out 수행하다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initially 처음에

accidentally 우연히

curiosity 호기심

consequence 결과

purposefully 일부러, 고의적으로

reinforcement 강화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30 photograph 사진

living 생생한

refer to ~라고 부르다, 언급하다

insert 삽입하다

adjective 형용사

phrase 어구

highlight 강조하다

conscious 의식의, 의식적인

current 현재의

potential 잠재적인, 잠재력

embattle 전투 진용을 갖추게 하다

horrific 끔찍한

what if ~ ~한다면 어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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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명칭, 라벨

conflict 충돌, 분쟁

explicitly 명시적으로

identify 인지하다, 식별하다

31 tendency 경향

possession 소유물

spiral 소용돌이

spot 발견하다. 눈으로 찾아내다

go with ~ ~와 어울리다

detergent 세제

isolation 고립

cue 신호

trigger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32 enormous 거대한

pressure 압박, 압력

premature 섣부른

superficial 피상적인

explore 탐색하다, 탐험하다

underlying 근원적인

exercise 발휘하다. 운동하다

patience 인내심

downturn 경기 침체기

revenue 총수입

favor 선호하다.

layoff 해고

call for 요구하다

ease 완화하다, 용이하게 하다

tension 긴장 

thoroughly 철저하게

33 self-handicap 자기 불구화 하다

engage in 관여하다

chance 가능성

succeeding 성공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decent 적당한

conclude 결론짓다

blow 타격

self-esteem 자존감

be bound to V 반드시 ~하다

paradox 역설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34 term 학기, 용어

project 투영하다, 비추다

darkened 어두컴컴한

auditorium 강당

unearth 발견하다.  

bias 편견을 주다, 편견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정하다, 인식하다

35 phenomenon 현상들

concept 개념

exert 행사하다. 수행하다

peer pressure 또래 압력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credible 신뢰할 수 있는

present  부여하다, 제공하다

direct proportion 정비례

36 consider 생각해 보다, 고려하다

quarrel 다투다. 싸우다

enter 투입시키다. 진입하다

typical 전형

negotiation 협상

conflict 분쟁,  다툼

position 입장, 위치

look to 살펴보다

underlying 근원적인

37 survey (설문) 조사

assistance 지원, 보조

financial 재정적인

in favor of ~을 찬성하는, 호의적인

be against ~에 반대하다

refer to 언급하다, 나타내다

politician 정치인

portray 묘사하다, 그리다.

38 arise-arose-arisen 발생하다

uncertainty 불확실성

contract with ~ ~와 계약하다

associated with ~완 관련된

capital cost 자본 비용

production 생산

complex 복잡한

manufacturer 제조업자

component 부품, 구성요서

relieve 덜어 주다. 없애 주다

transfer 이전, 옮김

inherit 물려받다, 상속받다

performance 성능, 수행능력, 공연

end-item 완제품

management 관리, 운영.

39 carriage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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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assembly line 조립 라인

acceleration 가속화

unheard of 전례가 없는

automobile 자동차

incredible 놀라운, 믿기지 않는

volume 양, 용량

go through the roof 최고조에 달하다

spit 뱉다

moral 교훈, 도덕적인

progress 진보, 전진,   전진하다

40 primary care 1차 진료

physician 의사

willpower 의지력

slight 가벼운

alter 바꾸다

originally 원래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

meanwhile 그러는 한편으로

41 analyze 분석하다

particular 특정한

fable 우화

illustrate 설명하다, 묘사하다

phenomenon 현상들

inability 못하는 것. 불능

indefinitely 무한히

erroneous 잘못된

catastrophic 재앙의

consequence 결과

productivity 생산성

overcautious 지나치게 조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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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n behalf of

organization

found

protect

currently

donation

consider

19 horizon

grip

shiver

terror

lifetime

catch one's breath

at ease

contented

20 sibling

rivalry

unfavorably

advantage

vitally

sensitive

accordingly

comparative

comment

routinely

violate

21 fable

saint

meditation

disrupt

solution

ritual

religious

crisis

illustrate

invisible 

resistant

stubborn

govern

unconsciously

restrict

surrounding

internal

self-esteem

22 when it comes to ~

stick to 

chances are (that) ~

in the long term

meet a commitment

23 creativity

entirely

internal

consciousness

motionless

a fever of

outcome

involve

deliberate

abstract

24 element

convey

journalist

maximize

alternative

payoff

break off

presidential election

29 research fellow

carry out

present A with B

initially

accidentally

curiosity

consequence

purposefully

reinforcement

influence

30 photograph

living

refer to

insert

adjective

phrase

highlight

conscious 

current 

potential

embattle

horrific

what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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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nflict

explicitly

identify

31 tendency

possession

spiral

spot

go with ~

detergent

isolation

cue

trigger

32 enormous

pressure

premature

superficial

explore

underlying

exercise

patience

downturn

revenue

favor

layoff

call for

ease

tension

thoroughly

33 self-handicap

engage in

chance 

succeeding

intentionally

decent 

conclude

blow

self-esteem

be bound to V

paradox

deliberately

34 term

project

darkened

auditorium

unearth

bias

consciously

acknowledge

35 phenomenon

concept

exert 

peer pressure

controversial

credible

present  

direct proportion

36 consider

quarrel

enter

typical

negotiation

conflict

position

look to

underlying

37 survey

assistance

financial

in favor of

be against

refer to

politician

portray

38 arise-arose-arisen

uncertainty

contract with ~

associated with

capital cost

production

complex

manufacturer

component

relieve

transfer

inherit

performance

end-item

management

39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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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assembly line

acceleration

unheard of

automobile

incredible

volume

go through the roof

spit 

moral

progress

40 primary care

physician

willpower

slight

alter 

originally

cash register

meanwhile

41 analyze

particular

fable

illustrate

phenomenon

inability

indefinitely

erroneous

catastrophic

consequence

productivity

overcau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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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단체, 조직, 기구

설립하다

보호하다

현재

기부금, 기부

고려하다. 인식하다.

19 수평선

움켜 잡다

떨다

공포

한 평생

숨을 내쉬다, 숨을 
헐떡이다

편안한

만족스러운

20 형제, 자매

경쟁

호의적이지 않게

우위, 장점

매우, 극도로

민감한

따라서

비교의, 비교하는

발언, 언급

일상적으로

위반하다.

21 우화

성자

명상

방해하다

해결책

의식

종교적인, 종교의

위기

보여주다, 그려내다

보이지 않는

저항하는

완고한, 고집 센

지배하다, 통치하다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다, 방해하다.

환경 

내부적인

자존감

22 ~에 관하여

~을 고수하다

~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행하다, 약속을 지키다

23 창의성

오로지, 온전히

내부의

의식

움직이지 않는

~의 흥분 속에서

결과

수반하다, 관여하다

의도적인

추상적인

24 요소, 성분

전달하다

언론인, 기자

극대화 시키다

대안, 다른 방법

결말, 급료

중단하다

대통령 선거

29 연구원

수행하다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처음에

우연히

호기심

결과

일부러, 고의적으로

강화

영향을 미치다

30 사진

생생한

~라고 부르다, 언급하다

삽입하다

형용사

어구

강조하다

의식의, 의식적인

현재의

잠재적인, 잠재력

전투 진용을 갖추게 하다

끔찍한

~한다면 어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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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라벨

충돌, 분쟁

명시적으로

인지하다, 식별하다

31 경향

소유물

소용돌이

발견하다. 눈으로 
찾아내다

~와 어울리다

세제

고립

신호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32 거대한

압박, 압력

섣부른

피상적인

탐색하다, 탐험하다

근원적인

발휘하다. 운동하다

인내심

경기 침체기

총수입

선호하다.

해고

요구하다

완화하다, 용이하게 하다

긴장 

철저하게

33 자기 불구화 하다

관여하다

가능성

성공

의도적으로

적당한

결론짓다

타격

자존감

반드시 ~하다

역설

의도적으로 

34 학기, 용어

투영하다, 비추다

어두컴컴한

강당

발견하다.  

편견을 주다, 편견

의식적으로

인정하다, 인식하다

35 현상들

개념

행사하다. 수행하다

또래 압력

논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부여하다, 제공하다

정비례

36 생각해 보다, 고려하다

다투다. 싸우다

투입시키다. 진입하다

전형

협상

분쟁,  다툼

입장, 위치

살펴보다

근원적인

37 (설문) 조사

지원, 보조

재정적인

~을 찬성하는, 호의적인

~에 반대하다

언급하다, 나타내다

정치인

묘사하다, 그리다.

38 발생하다

불확실성

~와 계약하다

~완 관련된

자본 비용

생산

복잡한

제조업자

부품, 구성요서

덜어 주다. 없애 주다

이전, 옮김

물려받다, 상속받다

성능, 수행능력, 공연

완제품

관리, 운영.

39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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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다, 생산하다

조립 라인

가속화

전례가 없는

자동차

놀라운, 믿기지 않는

양, 용량

최고조에 달하다

뱉다

교훈, 도덕적인

진보, 전진,   전진하다

40 1차 진료

의사

의지력

가벼운

바꾸다

원래

금전등록기

그러는 한편으로

41 분석하다

특정한

우화

설명하다, 묘사하다

현상들

못하는 것. 불능

무한히

잘못된

재앙의

결과

생산성

지나치게 조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