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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acility 시설

modern 현대의

generous 아낌없이 주는, 자애로운

donation 기부

foundation 재단

inform 통지하다, 알려주다

auditorium 강당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다

inconvenience 불편함

19 interrupt 가로막다, 방해하다

occasion 경우, 사건

for the time being 현재로는

anxious with ~에 대해 염려하는

20 guidance 지도, 안내

embark on ~에 착수하다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cooperation 협력, 협동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competitive 경쟁의, 경쟁적인

arena 경기장

a multitude of 다양한, 다수의

interpersonal 대인간의

awareness 의식

inherently 본래, 선천적으로

minority 소수

consciously 의식적으로

nurture 육성하다, 성장시키다

continuously 계속해서

21 exhibit 보여주다, 전시하다

paradoxical 역설적인

characteristic 특징

tendency 경향

mutually 상호간에

exclusive 배타적인

contradictory 모순된

subject 주제

relevant 관련된

mastery 숙달

involved 관련된

perspective 관점

prevailing 널리 퍼져 있는

established 입증된

naïve 초심자

accelerate 가속화하다

22 glory 영광

massive 대규모의

construction 건설

exception 예외

slow 늦추다, 느리게 하다

tidal force 흐름, 조석력

ignore 무시하다

real estate 부동산

dress up 꾸미다

declining 쇠퇴하는

underlying 기저에 있는, 중요한

hallmark 특징

infrastructure 기반시설

folly 어리석음

structure 구조물

23 marine 해양의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erosion 침식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livelihood 생계

rear 기르다

net pen 그물 어장

saltwater 바닷물

freshwater 담수, 민물

invasive 침입의

seaweed 해초

organism 유기체, 생명체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colonize
대량 서식하다, 식민지화 

하다

24 high-rise 고층건물

souvenir 기념품

peddler 해상인

gross 혐오스러운, 총체적인

landfill 매립지

temporarily 일시적으로

commission 의뢰하다, 위탁하다

significant 중요한, 현저한

sculpture 조형물, 조각품

installation 설치 조형물

gleaming 반짝이는

amber 황색, 호박

atop ~ 위에

irrigation 관개, 물을 댐

thriving 무성한, 번성하는

harvest 수확하다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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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dvocate 옹호하다 ; 신봉자

raise 기르다

concentrate on 집중하다

disorder 장애

principle 원칙, 원리

progress 전진하다. 진보하다

patent 특허

29 organism 유기체, 생명체

consist of ~로 구성되다

lack ~이 없다. 부족

adjust 맞추다, 적응하다

metabolism 신진대사

sparse 드문, 희박한

available 사용 가능한

expend 소비하다, 쓰다

predatory 포식의

equipped with ~를 갖춘

enormous 거대한

overpower 제압하다

residual 남은, 잔류의

visual capability 시력

mate 짝 짓기하다

30 innovation 혁신

unlock 열다, 드러내다

modification 개량, 개조, 변형

reproductive 번식의

cultivation 경작, 재배

recognizable 알아 볼 수 있는

vulnerable 취약한

starvation 기아, 굶주림

harvest 추수

famine 기근, 기아

primarily 주로, 대부분의

nutritionally 영양학적으로

humanity 인류

allow for 고려하다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drawback 결점

monoculture 단일 경작

profitable 이익이 되는

longevity 오래 삶, 만수무강

generation 세대

be struck 유지되다. 

31 mechanism 메커니즘, 작동기제

waistline 허리둘레

function 함수, 기능

consume 소비하다 

comparison 비교

alternative 대안, 선택

nourishment 영양분을 공급하다

originality 독창성

relativity 상대성

visualization 시각화

imitation 모방

forgetfulness 건망증, 망각, 소홀

32 philosophical 철학의, 철학적인

recognition 인식, 인지

ignorance 무지, 무시

thirst 갈망

hinder 방해하다

conception 생각, 개념

present 존재하는, 출석한

content 내용

acquire 얻다, 획득하다

require 요구하다

33 inspiration 영감

suffering 고통

bearable 견딜 수 있는

spiritual 정신적인, 영적인

absence 부재, 없음

profound 깊은, 심오한

bubble over 벅차 오르다

intense 강렬한,  집중된

contrast A with B A를 B에 대조하다

archive 기록보관소

activate 활성화시키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34 bland 싱거운, 밋밋한

fatty 기름 진

release 분비하다, 배출하다

term 용어

genetically 유전적으로

scarce 부족한, 드문

carbs (carbohydrate) 탄수화물

nutrient 영양소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ingrained 깊이 새겨진

craving for~ ~에 대한 갈망

35 pivotal 중추적인

professional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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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중요한 

interdisciplinary 학제 간의

mediating 중재하는

involve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

acceptable 납득 가능한, 수용할 만한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sensitive 민감한

attention 관심, 주의, 주목

alternative 대안의,  대안

36 sustain 유지하다

critical mass 결정적 질량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cluster 군집, 무리, 송이

number 숫자가 ~이 되다

feat 업적, 위업

combination 조합

isolation 고립, 분리

territory 영토

distinct 다른, 구분되는

persist 지속되다.

pursue 추구하다

essentially 본질적으로

37 relative 대비되는, 상대적인

volume 체적, 양, 음량

contrast  대조, 대조 시키다

consume 소비하다

requirement 요구(량)

curiously 기묘하게도

uniform 동일한

vast 거대한

38 interest 관심, 주의, 주목

literature 문학

literary 문학의, 문학적인

formative 형성하는, 구성의

massive 거대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reflect 반영하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veal 드러내다

socializing 사회화 시키는

vastly 크게, 거대하게

overshadow 그늘을 드리우다

considerable 상당한

subsequent 이어지는, 차후의

39 satellite 인공위성

orbit 궤도

mission 임무

tricky 까다로운

enforce 시행하다

tackle (문제를) 해결하다

novel 새로운

debris 잔해

40 mold 형성하다, 주조하다

explore 탐구하다, 탐험하다

indicate 보여주다, 가리키다.

inclined to V ~하는 경향이 있는

cooperate 협력하다

irrespective of ~와 관계없이

boost 촉진제

willingness 자발성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opposite 반대의 

spectrum 스펙트럼, 범위, 영역

steady 일정한

pulse 박자, 맥박, 고동

translate 번역하다

tempo 박자 

41 virtual 가상의

at first glance 얼핏 보면

resource 자원

transport 운송하다

overlook 간과하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credible 엄청난

quantity 량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gigantic 거대한

carbon 탄소

emission 분출 

conscious 의식이 있는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mindful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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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acility

modern

generous

donation

foundation

inform

auditorium

take place

inconvenience

19 interrupt

occasion

for the time being

anxious with

20 guidance

embark on

recognize

cooperation

instinctively

competitive

arena

a multitude of 

interpersonal

awareness

inherently

minority

consciously

nurture

continuously

21 exhibit

paradoxical

characteristic

tendency

mutually

exclusive

contradictory

subject

relevant

mastery

involved

perspective

prevailing

established

naïve

accelerate

22 glory

massive

construction

exception

slow

tidal force

ignore

real estate

dress up

declining

underlying

hallmark

infrastructure

folly

structure

23 marine

deliberately

erosion

intentionally

livelihood

rear 

net pen

saltwater

freshwater

invasive

seaweed

organism

discard

colonize

24 high-rise

souvenir 

peddler

gross

landfill

temporarily

commission

significant

sculpture

installation

gleaming

amber

atop

irrigation

thriving

harvest

n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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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dvocate

raise

concentrate on

disorder

principle

progress

patent

29 organism

consist of

lack 

adjust

metabolism

sparse

available

expend

predatory

equipped with

enormous

overpower

residual

visual capability

mate

30 innovation

unlock

modification

reproductive

cultivation

recognizable

vulnerable

starvation

harvest

famine

primarily

nutritionally

humanity

allow for

biodiversity

drawback

monoculture

profitable

longevity

generation

be struck

31 mechanism

waistline

function

consume

comparison

alternative

nourishment

originality

relativity

visualization

imitation

forgetfulness

32 philosophical

recognition

ignorance

thirst

hinder

conception

present

content

acquire

require

33 inspiration

suffering

bearable

spiritual

absence

profound

bubble over

intense 

contrast A with B

archive

activate

biological

34 bland

fatty

release

term

genetically

scarce

carbs (carbohydrate)

nutrient

availability

ingrained

craving for~

35 pivotal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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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interdisciplinary

mediating

involve 

acceptable

comprehensible

sensitive

attention

alternative

36 sustain

critical mass

interdependent

cluster

number 

feat

combination

isolation

territory

distinct

persist

pursue

essentially

37 relative 

volume

contrast  

consume

requirement

curiously

uniform

vast

38 interest

literature 

literary

formative

massive

intellectually

reflect

unconsciously

reveal

socializing

vastly

overshadow

considerable

subsequent

39 satellite

orbit

mission

tricky

enforce

tackle

novel

debris

40 mold

explore

indicate

inclined to V 

cooperate

irrespective of 

boost

willingness

regardless of

opposite

spectrum

steady

pulse

translate

tempo 

41 virtual

at first glance

resource

transport

overlook

invisible

incredible

quantity

countless

gigantic

carbon

emission

conscious 

by no means

mind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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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설

현대의

아낌없이 주는, 자애로운

기부

재단

통지하다, 알려주다

강당

발생하다, 일어나다

불편함

19 가로막다, 방해하다

경우, 사건

현재로는

~에 대해 염려하는

20 지도, 안내

~에 착수하다

인정하다, 인식하다

협력, 협동

본능적으로

경쟁의, 경쟁적인

경기장

다양한, 다수의

대인간의

의식

본래, 선천적으로

소수

의식적으로

육성하다, 성장시키다

계속해서

21 보여주다, 전시하다

역설적인

특징

경향

상호간에

배타적인

모순된

주제

관련된

숙달

관련된

관점

널리 퍼져 있는

입증된

초심자

가속화하다

22 영광

대규모의

건설

예외

늦추다, 느리게 하다

흐름, 조석력

무시하다

부동산

꾸미다

쇠퇴하는

기저에 있는, 중요한

특징

기반시설

어리석음

구조물

23 해양의

의도적으로

침식

의도적으로

생계

기르다

그물 어장

바닷물

담수, 민물

침입의

해초

유기체, 생명체

버리다, 폐기하다

대량 서식하다, 식민지화 
하다

24 고층건물

기념품

해상인

혐오스러운, 총체적인

매립지

일시적으로

의뢰하다, 위탁하다

중요한, 현저한

조형물, 조각품

설치 조형물

반짝이는

황색, 호박

~ 위에

관개, 물을 댐

무성한, 번성하는

수확하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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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옹호하다 ; 신봉자

기르다

집중하다

장애

원칙, 원리

전진하다. 진보하다

특허

29 유기체, 생명체

~로 구성되다

~이 없다. 부족

맞추다, 적응하다

신진대사

드문, 희박한

사용 가능한

소비하다, 쓰다

포식의

~를 갖춘

거대한

제압하다

남은, 잔류의

시력

짝 짓기하다

30 혁신

열다, 드러내다

개량, 개조, 변형

번식의

경작, 재배

알아 볼 수 있는

취약한

기아, 굶주림

추수

기근, 기아

주로, 대부분의

영양학적으로

인류

고려하다

생물다양성

결점

단일 경작

이익이 되는

오래 삶, 만수무강

세대

유지되다. 

31 메커니즘, 작동기제

허리둘레

함수, 기능

소비하다 

비교

대안, 선택

영양분을 공급하다

독창성

상대성

시각화

모방

건망증, 망각, 소홀

32 철학의, 철학적인

인식, 인지

무지, 무시

갈망

방해하다

생각, 개념

존재하는, 출석한

내용

얻다, 획득하다

요구하다

33 영감

고통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부재, 없음

깊은, 심오한

벅차 오르다

강렬한,  집중된

A를 B에 대조하다

기록보관소

활성화시키다

생물학적인

34 싱거운, 밋밋한

기름 진

분비하다, 배출하다

용어

유전적으로

부족한, 드문

탄수화물

영양소

이용 가능성

깊이 새겨진

~에 대한 갈망

35 중추적인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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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학제 간의

중재하는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

납득 가능한, 수용할 만한

이해 가능한

민감한

관심, 주의, 주목

대안의,  대안

36 유지하다

결정적 질량

상호 의존적인

군집, 무리, 송이

숫자가 ~이 되다

업적, 위업

조합

고립, 분리

영토

다른, 구분되는

지속되다.

추구하다

본질적으로

37 대비되는, 상대적인

체적, 양, 음량

대조, 대조 시키다

소비하다

요구(량)

기묘하게도

동일한

거대한

38 관심, 주의, 주목

문학

문학의, 문학적인

형성하는, 구성의

거대한

지적으로

반영하다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다

사회화 시키는

크게, 거대하게

그늘을 드리우다

상당한

이어지는, 차후의

39 인공위성

궤도

임무

까다로운

시행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새로운

잔해

40 형성하다, 주조하다

탐구하다, 탐험하다

보여주다, 가리키다.

~하는 경향이 있는

협력하다

~와 관계없이

촉진제

자발성

~와 상관없이

반대의 

스펙트럼, 범위, 영역

일정한

박자, 맥박, 고동

번역하다

박자 

41 가상의

얼핏 보면

자원

운송하다

간과하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량

셀 수 없이 많은

거대한

탄소

분출 

의식이 있는

결코 ~이 아닌

신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