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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durable 내구성이 있는
date 연대를 추정하다
emperor 황제
reign 치세, 통치 기간
vigorous 활발한
mainly 주로
luxury goods 사치품
collapse 붕괴하다
come to a standstill 멈추다, 정지하다
primate 영장류
implicit 암묵적인, 암시적인
contract 계약
immediate 즉각적인
self-interest 사적 이익, 사리사욕
ecological 생태(학)적인
predation 포식
band 무리를 짓다
exposure 노출
monitor 감시하다, 추적 관찰하다
colonize 집단 서식하다, 식민지로 만들다
terrestrial 육지로 된, 육지의
habitat 서식지
synthesize 통합하다, 종합하다
course 강좌, 강의
primary 근본적인, 주요한
requirement 필요조건
spontaneous 자발적인
in cooperation with ~과 협력하여
set up ~을 마련하다
alternative 대안
solution 해결(책)
notion 개념
go hand in hand 밀접하게 관련되다
standard 표준(의)
definition 정의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desirability 바람직함
sophisticated 안목 높은, 정교한, 세련된
concrete 구체적인
specify 명시하다
decade 십 년
capacity 능력, 용량, 수용력
mindset 마음가짐

framework (생각의) 틀
astronaut 우주 비행사
equipment 장비
potential 잠재적인
distractor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
simulate 모의 훈련[실험]하다
offense 공격진, 공격 방법
opposing team 상대 팀
fight song 응원가
public address system (특정 장소나 건물에 설치된)

장내 방송 설비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
bad call 오심
strategy 전략
anticipated 예상되는

12강
import 들여오다, 수입하다
wipe out ~을 완전히 파괴하다 ,

~을 없애 버리다
erosion 침식
destroy 파괴하다
grassland 초원
molecular structure 분자 구조
continent 대륙
ecology 생태계, 생태 환경
telegraph 전신, 전보
diversion 기분 전환거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
boredom 따분함, 지루함
chamber 방, 회의실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stir 소동; 휘젓다
solitude 고독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solitary confinement 독방 감금
present 제시하다, 주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apply to ~에 적용되다
feature 특징, 특색
funeral 장례식
malice 악의, 적의
external 외적인,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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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참고 기준, 참조
applaud 박수를 치다, 갈채를 보내다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as well 역시, 또한
call into ~으로 불러들이다 , ~으로 소환하다
enormous 엄청난
celebrate 축하하다
launch 출시, 착수
resume 다시 시작하다
time off 휴가, 휴식 시간
appreciation 인정, 감사, 감상
gratitude 감사, 고마움
forthcoming (주로 부정문) 마련된, 준비된
shift 변화
orientation 지향, 방향
highlight 부각시키다 , 강조하다
conservatory (=conservatoire) 음악 학교
implement 실행하다
classically 전통적인 방식으로
motivate 자극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advocacy 옹호
justice 정의, 공평성
not least 특히
be indicative of ~을 보여 주다, ~을 나타내다
hegemony 패권, 주도권
quest 추구, 탐구
rite of passage 통과 의례
rebellion 저항, 반항
injustice 불평등, 부당성
intervention 중재, 개입
cultural heritage문화유산

13강
reflect 반사하다
transmit 투과하다
surface 표면
critically 결정적으로
render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alternatively 또는,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
perceive 인식하다
adapt 적응시키다 , 적응하다
ferocious 격렬한
thunderstorm 뇌우

get the most out of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population 인구 집단, 인구
diabetes 당뇨병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case 환자, 사례
diagnose 진단하다
insulin 인슐린
consciousness 의식
intervention 치료, 개입
genetic marker 유전 표지
fitness 건강, 체력
sensitivity 민감성
dose 1회 분량
majority 대다수
exposure 노출
trigger 자극, 계기
genetically 유전적으로
susceptible 영향 받기 쉬운
at present 현재는
approach 해결 방법
prevention 예방
evaluation 평가
hazard 위험
complicated 복잡한
variable 변수
property 특성
enclosure 폐쇄 공간, 울타리
associated 연관된
application 용도
position 적당한 장소에 두다
textile 직물
pose 제기하다
family room 거실
ballroom 무도장
assembly 조립품, 조립 부품
a full range of 모든 범위의
anticipated 예견된
one-price policy 단일 가격 정책
organisation 조직체, 단체
quantity 양
identical 똑같은
combination 조합
confidence 신뢰
administer 시행하다, 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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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bargaining 흥정
correlate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flexible pricing 융통성 있는 가격 책정
adjust 조정하다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negotiate 협상하다
strategy 전략
establishment 시설
conference (보통 여러 날 동안 대규모로

열리는) 회의[학회]
laboratory 연구소
capability 능력
diversified 다양한, 다각적인
tolerate 묵인하다, 참다
depart 떠나다
talent 인재, 재능
division 부서
phase 단계
productivity 생산성
definition 정의, 명시
property 특성
related 관련된
end-use 최종용도
prediction 예측

14강
extra crowded 매우 혼잡한
offshore 해안에서 떨어진
spin 회전하다
crash 충돌하다, 추락하다
optimal 최적의
trauma 외상
syndrome 증후군
profile 측면
amplify 확대하다, 증폭시키다
acceleration 가속
deceleration 감속
competitiveness 경쟁력
local 국지의
the reverse is true of ~에 있어서는 그 반대이다
plumbing 배관, 배관 공사
plumber 배 관공
monopoly 독점 (체제), 독점 기업, 독점자

by itself 그것만으로
specific 특정한
irrelevant 중요하지 않은, 무관한
extraordinary 터무니없는
keep up with ~을 따라잡다
vanish 없어지다, 사라지다
migration 이주
shield 보호하다
entry barrier 진입 장벽
autonomous 자율적인
competent 유능한
Autonomy Right 자율권
destiny 운명
have a way of -ing 자주 ~하다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충족적 예언
in the interest of ~을 위해
prescribe 처방하다
infection 감염
throat 인후
prevail 이기다, 우위에 서다
genuinely 정말로
term 기간
domestic 가정의
refer to ~과 관련이 있다, ~에 관해 언급하다
match 대등하다
assume 가정하다
persist 집요하게[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계속하다
schooling 학교 교육
assuming that ~이라는 가정 하에, ~을 가정하면
determinant 결정 요소
motivational 의욕을 북돋우는, 동기를 부여하는
academic 학문의
contribute to ~ with ... ~에 …을 기고하다
newsletter 소식지
article 기사
tap into ~을 이용하다
submission 투고
ongoing 계속되는
challenge 힘든 일
joint 공 동의
in exchange for ~대신
appeal to ~의 흥미를 끌다
distinct 별개의
submit 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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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access to ~에 접근하다
therapist 치료사

15강
contemporary 현대의
subject matter 주제
norms 규범
alienate 소외감을 느끼게 하다
spectator 관람객
tote bag 여성용 대형 손가방
reproduction 복제품
renowned 유명한
masterpiece 걸작
discern 식별하다
vibrant 활기찬
ever-changing 변화무쌍한
downright 완전히; 완전한
mutant 변종
modify 변경하다
stalk 줄기
mature 성숙한
shoot 햇가지
breed 품종 개량을 하다, 번식하다
breeding 품종 개량
artificial 인공의
species 종
intact 온전한
nurture 재배하다, 양육하다
genome 게놈(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
activate 활성화하다
dictate 좌우하다
genetic 유전의
vulnerability 취약성
sequence 배열
relatively 비교적
stable 안정적인
mutation 돌연변이
inflammatory 염증성의
condition 질환, 상태
promote 촉진하다
upregulate 상향 조절되다
suppress 억제하다
induce 일으키다, 유도하다
dramatic 놀라운, 극적인

incidence 발병률
screening test 선별 검사
diagnostic 진단의
advent 출현
explosion 폭발적인 증가
initiate 시작하다
description 표현, 묘사
activate 활성화시키다
arouse 일으키다
back off 물러나다
faulty 잘못된
assumption 가정
defy 무시하다, 거부하다
derail 무산시키다 , (기차를) 탈선시키다
overwhelming 압도적인

16강
primitive 원시적인, 초기의
construction 구문, 구조
utter 발화하다, (말을) 하다
indicate 나타내다, 보여 주다
comprehension 이해
apparently ~인 것 같이, 겉보기에는
be engaged in ~에 열중하다, ~에 종사하다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linguistic 언어의
demonstrate (증거를 들어가며) 보여 주다
approval 인정, 승인
content 내용
criticize 비판하다, 비난하다
without regard to ~에 상관없이
containerize 용기에 넣어 보관하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communal 공유의, 공용의
private property 사유 재산
conquest 정복
theft 절도
overseer 감독
reindeer 순록
grass seed 목초종자(牧草種子)
collectivity 집단, 집합(체)
prestige 명예
consolidate 강화하다, 굳히다
specialized 전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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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처리
stimulus 자극 (pl. stimuli)
mobile 표정이 풍부한, 잘 바뀌는
negatively 부정적으로
still 움직이지 않는, 정지해[가만히] 있는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suspend 중단하다
interaction 교류
look blank 멍하니 있다
maternal 엄마의
unresponsiveness 무반응
elevated 높은, 높아진
hostile 적대적인
put ~ in jeopardy ~을 위험에 빠뜨리다
deter (범죄 등을) 막다
assault 폭행
eliminate 제거하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scarcity 결핍, 부족
discriminate 구별[식별]하다
fair-weather friend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alienation 소외
stem from ~에서 기인하다
art song 예술 가곡
composer 작곡가
depend upon ~ to ... ~이 …할 것이라고 믿다[확신하다]
interpreter 해석자
maturity 원숙함, 성숙함
notably 특히, 뚜렷이
lyric 서정적인
fused with ~과 융합된
flourish 번성하다
unity 통일(성)
establish 확립하다
musical form 음악 형식

17강
hygiene 위생
overly 지나치게
sanitize 위생 처리하다, 살균하다
microbe 미생물
asthma attack 천식 발작
parasite 기생충

fungus 곰팡이류 (pl. fungi)
maintain 유지하다
gut 장
indigenous 토착의
chronic 만성의
isolated 고립된
documented 문서로 기록된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adopt 택하다
promote 장려하다
term 용어
pose 제기하다
turn off ~의 흥미를 잃게 하다,

~을 싫증나게 하다
well-heeled 돈 많은, 부유한
catch on 인기를 얻다
tackle 다루다
rejection 거부, 거절
community 공동체
adaptation 적응
hinder 방해하다
obstacle 장애물
confront 마주치다
integration 통합
negotiate 헤쳐 나가다, 협상하다
discomfort 불편
command 명령
obedience 복종
obligate (도덕이나 의무를) 부과하다
imitate 모방하다
branching 갈래, 분기(分岐)

18강
bias 편견, 선입견
in the hope(s) of ~을 바라고
finalize 마무리하다
casualness 무심함
astonish 크게 놀라게 하다
pass up ~을 포기하다, ~을 거절하다
recognize 알다, 인식하다
executive assistant 비서, 보좌관
curse 악담을 퍼붓다
be put in charge of ~에게 맡겨지다
none too 조금도[전혀]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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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후견인
maid 소녀, 하녀
wander about 돌아다니다
lonesome 외로운
be deprived of ~을 박탈당하다 [빼앗기다]
carol 즐겁게 노래하다
unconscious of ~을 의식하지 못하는
startled 깜짝 놀란
fair 아름다운, 공정한
secure 확보하다
admission 입학, (입장) 허가
assign 부과하다
long to do ~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grief 슬픔
sole 유일한
companion 친구, 동반자
rock 살살 흔들다
scolding 야단, 꾸짖음
carriage 마차
amus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well-being 안녕, 행복
awkward 난처한, 불편한
utter (말을) 하다; 완전한
in reply 대답으로
regret 뉘우침, 후회, 반성
daily routine 일상
embarrassed 당혹스러운 , 부끄러운
commit a crime 죄를 저지르다
cover up ~을 완전히 가리다[덮다]
promptly 지체 없이
nectar 과즙, 꿀
earthen 흙으로 만든, 세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