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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inform 알리다
associate 관련시키다
surgery 수술
dispute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financial 재정의, 금융의
terms (지불) 조건, 요구액
enclose 동봉하다, 에워싸다
expense 비용, 돈
obligation 의무
circumstance 상황, 환경
pull off (힘든 것을) 해내다, 성사시키다
require (~이)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
potential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attendee 참석자
agenda 안건, 의제
previous 이전의
productivity 생산성
completely 전적으로, 완전히
flexible 융통성 있는
in case 만약 ~인 경우에는
crawl 기어가다
sloping 경사진, 비스듬한
beneath ~아래에
loose 묶지 않은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fling open (문을) 열어젖히다
trapdoor (마루, 지붕, 천장, 무대의) 뚜껑문, 들창
lean 기울이다, (몸을) 숙이다
jab 찌르다
violently 격렬하게
slip away 사라지다
descend 내려가다
curse 욕(설)을 하다
fade away 사라지다
fine 미세한
successive 연이은, 잇따른
complete 끝마치다, 완료하다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exception 제외, 예외
request 신청하다, 요청하다
arrange 정하다, (일을) 처리하다
assign 배정하다, 배치하다
coordinate 조정하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stall 좌판, 가판대
crowd 사람들, 군중
fair 축제 마당; 공평한
open out 더 넓어지다
shooting saloon 사격장
display 진열하다, 전시하다

2강
share 함께 하다, 공유하다
solitary 고독한
delight 기쁨, 즐거움
respect 존중하다
opinion 의견
recently 최근에
relationship 관계
companionship 동반자 관계, 친교
business card 명함
obvious 뻔한, 분명한
artwork 미술 작품, 예술 작품
access 접근하다
element 요소
give away 나누어 주다
collector 수집가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avenue 통로, 방법, 길
luxury 사치(품)
necessity 필수(품)
transfer 옮기다
to one’s advantage ~에게 유리하게
tropical 열대의
captivate 마음을 사로잡다
thrive 무럭무럭 자라다
windswept 바람이 휘몰아치는
exposed 비바람에 노출된
repot 다른 화분에 심다
radiant 복사의, 빛나는
flat 아파트
current 현재의
think up ~을 생각해 내다
argument 찬성[반대]하는 의견, 주장
interrupt (이야기를) 중단시키다
clarify 명확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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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massive 거대한, 대규모의
ceremonial 의례를 위한, 의례의
structure 구조물, 구조
Neolithic period 신석기 시대
megalithic architecture 거석 건축(물)
archaeologist 고고학자
monument 기념물, (기념비적인 ) 건축물
reflect 나타내다, 반영하다
dictate 지시하다, 명령하다
interpreter 해석자, 분석가
undertaking 사업
collaboration 공동 작업
cohesion 결속(력), 응집(력)
ruling elite 지배층
be associated with ~과 연관되다
fundamental 근본적인, 핵심적인
burial 매장 (의식)
dispute 분쟁, 논란
domestication 가축화, 길들이기
represent (~에) 해당하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milestone 획기적 사건
sequence 후속되는 결과, 귀결
debate 논쟁하다; 논쟁, 토론
anthropologist 인류학자
captivity 가두어 둠, 속박
sacrificial 제물로 바치는, 희생의
rite 의식, 제례
tame 유순한; 길들이다
notably 특히, 현저히
plow 쟁기
sledge 썰매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accelerate 가속화하다
crop agriculture 작물 농업
flesh (사람·동물의) 살
hide 가죽, 은신처; 숨기다
priesthood 성직
constant 지속적인, 변함없는
consistent 일관된, 지속적인
population 개체군, 인구
process 과정
relatively 비교적
detect 발견하다, 탐지하다

identifiable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calculate 계산하다
radio-transmitter 무선 송신기
device 기기, 장치
satellite 위성
migration 이동, 이주
obliging 협조적인, 남을 잘 돌봐 주는
combination 조합
characteristic 특징
measurement 측정(치), 치수
radiometer 복사량 측정기, 복사계
considerably 상당히, 크게
of the order of 대략 ~ 정도의
sunspot (태양의) 흑점
magnetic storm 자기 폭풍
maximum 최대치; 최대의
correspond to ~에 해당하다, ~에 상응하다
minimum 최소치; 최소의
alter 바꾸다, 고치다
numerical 수치로 표시되는, 수에 관한
trade book 시판 도서, (서점의) 일반 서적
bring ~ to life ~에 활력을 불어넣다
observation (관찰에 의해 기록된) 정보
shallow 얕은, 얄팍한, 피상적인
allow for ~을 고려하다
compelling 매우 흥미로운, 강력한
presentation 설명, 발표
entry 진입
collision 충돌
blasting 폭발, 발파
crater 분화구
vaporization 기화, 증발
impact point 충돌 지점
intense 강한, 혹독한
freezing 영하의, 몹시 추운
insight 통찰(력)

4강
innovativeness 혁신성
coastal 해안의
quick off the mark 상황 대처가 빠른
nurture 양성하다, 키우다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
integrate with ~과 통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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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and 내륙의
pull in ~을 견인하다
life blood 생명선
urban 도시의
renewal 재개발
core 핵심적인
eliminate 제거하다
disruption 중단
paperwork 서류 작업
get rid of ~을 없애다
redefine 재 정의하다
broadly 폭넓게
breakthrough 비약적인 발전
toxic 유독성의
advantage 우위
competitor 경쟁자
incentive 장려책
communicate 전달하다
fuel 자극하다, 부채질하다
innovation 혁신
build on ~위에 구축되다
craftsman 기능공
give birth to ~을 탄생시키다
telescope 망원경
microscope 현미경
microorganism 미생물
lead to ~을 낳다[가져오다 ]
in turn 결국, 차례로
depend on ~에 달려 있다
region 지역
comedy 희극(성)
specific to ~에 특유한
untranslatable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없는, 번역할 수 없는
nationality 국민성, 국적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identity 정체(성), 신원
solicit 요구하다, 촉구하다
religious 종교적인
ritual 의식
nationalist 민족주의적인
celebration 기념행사
minority 소수 (집단)
status 지위
dismiss 일축하다

extremist 극단주의자
majority 다수 (집단)
claim 주장하다
lie in ~에 있다
get ~ across ~을 이해시키다
crucial 중대한
consistent 일관적인
a considerable degree of 상당한 정도의
advocate 옹호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convert 바꾸다, 전환하다
trade unionism 노동조합 운동
outspoken 거침없이 말하는

5강
surplus 잉여, 과잉, 흑자
crude oil 원유
production 생산
capacity 능력, 용량
barrel 배럴, 통
slight 조금의, 경미한
recovery 회복, 되찾음
exceed 초과하다
remain (~의 상태로) 유지되다, 머무르다
volunteer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하다
age group 연령 집단
percentage gap 비율 차이
resource 자료, 자원
preferred 선호되는
source 제공원[자], 출처
respondent 응답자
rate 여기다, 평가하다; 속도, 요금, 비율
improvement 향상, 개선
rely on ~에 의지하다
respectively 각각
cite 언급하다, 인용하다
proportion 비율, 비례
avoidable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dairy 유제품(의)
meal (귀리·옥수수 등의) 곡물 가루
bakery 빵 및 과자류
contribution 원인 제공(자), 기여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make up ~을 차지하다, ~을 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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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e 반대(의)
combined 합친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 국제학생
school year 학년도
table 표
country-of-origin 출신국, 원산지
composition 구성, 구조
thirteen fold 13배

6강
race 인종
recognize 인정하다
sculptor 조각가
Chippewa 치페와(북미 원주민 부족 중의 하나)
integrated (학교 등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통합된
commander 지휘관
organize 조직하다
the Civil War 미국 남북 전쟁
prominent 저명한
fulfill 완수하다, 이행하다
commission 의뢰받은 작품[일], 의뢰
execute 만들다, 제작하다
neoclassical 신고전주의의
fashionable 유행하는
hardy 강인한
frost 서리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absolu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ripe 익은, 여문
obtain 구하다
juicy 즙이 많은
fruit flesh 과육
surface 표출되다, 겉으로 드러나다
the Pacific 태평양
routine 루틴(공연의 일부로 정해져 있는

일련의 반복적인 농담·대사·동작)
sponsor 후원하다
evolution 발전
regularly 정기적으로
contract 계약
sequence 연속, 순서
firmly 굳건히
established 자리 잡은
original 독창적인

ethnic 소수 민족의, 인종의
character 인물, 역할
rival 필적하다
hilarious 아주 재미있는
monologue 독백
reside 거주하다
ceremony 의식
rite 의식
feast 축제
component 구성 요소
significance 의의, 중요성
oversee 감독하다
nut 나무 열매, 견과
oak tree 오크 나무
ritual 의식상의; 의식
consumption 섭취
abandon 그만두다
adopt 채택하다
flour 가루
revive 부활시키다
heritage 유산
architect 건축가
liberate ~ from ~을 …에서 해방시키다
ancient 고대의
ruins 유적, 폐허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villa 저택
proportion 균형, 비율
detail 상술하다
magnificent 웅장한
urban 도시의
monument 기념비적 건축물

7강
one-of-a-kind 독특한, 특별한
behind the scenes 무대 뒤로
personalized 맞춤(의),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available 이용 가능한
valid 유효한
participant 참가자
accompany 동반하다
personality 개성, 성격
rocking 멋진, 흔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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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 상호 작용하다
come with ~이 딸려 있다
insert 삽입하다
hang out with ~과 어울리다, ~과 시간을 보내다
reception 연회
exclusive 독점적인
acclaimed 호평을 받는
intimate 친밀한, 사적인
appetizer 애피타이저 , 식욕을 돋우기 위한 것
notable 유명한, 주목할 만한
tutor (개인) 교습을 하다;

개인 지도 교사, 가정교사
easygoing 성격이 원만한, 태평한
approachable 말을 붙이기 쉬운, 다가가기 쉬운
mess 어질러진 것, 엉망인 상태
struggle with ~으로 고심하다
charger 충전기
positive (전기) 양(성)의
extend 늘이다, 더 길게 만들다
status 상태, 지위
indicate 나타내다, 보여 주다
solid 한결같은, 완전한
suitable 적합한

8강
sensitivity 세심함, 예민함, 감성
effectiveness 효율성, 유효성
well reasoned 사리에 맞는
element 요소, 요인
input 투입
inadequate 불충분한, 부적당한
empathetic 공감하는, 감정 이입의
suffer 더 나빠지다, 악화되다
persuade 설득하다
acceptance 받아들임, 수용
invisible 보이지 않는
observer 관찰자, 참관인
gap 격차, 차이, 공백
physics 물리학
coherent 조리 있는, 논리 정연한
sensible 합리적인, 현명한
struggle 어려움을 겪다
awareness 인식, 의식
contribute to (~의) 한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improve 개선하다
socialization 사회화
sociological 사회학적인 , 사회학의
factor 요인, 요소
pass on ~을 전달하다
standard 기준, 표준
authority 권위자, 권위
define 정의하다
ideal 이상적인
nonassertive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mature 성인이 되다, 성숙하다
encounter 접하다, 마주치다
figure 사람, 인물
reinforce 강화하다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self-esteem 자존감
decline 감소
detect 발견하다, 탐지하다
be embedded in ~에 파묻혀 있다
network 망, 네트워크
expanding 확장되는
keep track of ~을 계속 파악하고[알고] 있다
cognitive capacity 인지 능력
ape 유인원
hypothesis 가설
primate 영장류
core 핵심
obligation 의무
reproduction 번식
efficient 효율적인
inevitably 불가피하게
free rider 무임 승객
mechanism 장치, 메커니즘
delicate 미묘한, 취약한
tremendous 엄청난
nature 본성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insight 통찰
disturbed 정신적 장애가 있는
practitioner (개업하여 직접 진료하는) 의사
diagnose 진단하다
prescribe 처방하다
superficiality 피상(성)
apparent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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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장애, 질환
treatment 치료
rigorously 엄격하게
be linked with ~과 연관되다
dramatic 극적인
consequence 결과
astonish 깜짝 놀라게 하다
misfortune 불행
misunderstanding 오해
working knowledge 실제적인[실용적인 ] 지식

9강
all very well 아주 그럴듯한, 대단히 좋아 보이는
mould 모형, 틀
subject 주제, 과목, 실험 대상
notable 눈에 띄는
ingredient 재료
cod (어류) 대구
texture (음식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nutritional 영양의
association 연관, 제휴
prepare (음식을) 조리하다, 준비하다
warm-blooded 온혈의
regulate 조절하다, 규제하다
curl up 몸을 웅크리다
huddle together 함께 옹기종기 모이다
lessen 줄이다
environment 주변, 환경
surface area 표면적
accumulate 쌓이다
call ~ into play ~을 이용[동원]하다
definition 정의
evaluate 평가하다
current 현재의
attitude 태도
computer application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eventually 결국에는
outdated 구식의
convert 변환하다, 바꾸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pervasive 침투하는, 만연한
Evaluate 평가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bias 편견

promote 홍보하다, 촉진하다
approach 방법, 접근법
disorder 질환, 장애
keep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chronicle 연대기
intentional 의도적인
validation 확인, 입증
account 이야기, 설명, 계좌
tropical 열대의
latitude 위도, (pl.) (위도상의 ) 지역
more or less 거의, 대략
tropical year 태양년, 회귀년
fluctuation 변동, 파동
temperate zone 온대
cold spell 한파
consequence 결과
accumulate 축적되다, 모이다
everlasting 끊임없는

10강
creep 살금살금 걷다
gasp 숨이 막히다
empty 비어 있는
curl up 움츠리다, 웅크리다
thin 마른, 야윈
pale 창백한
helpless 무력한
rush 갑자기 일어남, (감정의) 격발, 돌발
roam 배회하다
companionship 동반자 의식, 동료애
encourage 격려하다
have a low opinion of ~을 낮게 평가하다
rip up ~을 파기하다
scrap 조각
inconceivable 상상도 못 할
all-important 매우 중요한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근처에 있는
provoke 불러일으키다
attachment 애착
possessive 소유욕이 강한
fascination 매혹, 매료됨
suburban 도시 근교의
armed with ~을 준비하여, ~으로 무장하고
gratitude 감사



platform (정거장의) 플랫폼
handkerchief 손수건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roll over 구르다, 몸을 뒤집다
lean over 몸을 굽히다
brush away ~을 쓸어 내다
strand 가닥
stray 흐트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