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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aware� of�

21
despite� the� bad� weather

~을 알다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2
be� responsive� to�

22
without� the� approval

~에 대응하다 승인,� 찬성,� 허가� 없이

3
be� responsible� for�

23
postpone� the� performance

~에 책임이 있다 그 공연을 연기하다,� 미루다

4
be� eligible� for�

24
in� charge� of

~할 자격이 있다 ~을 맡고 있는,� 책임 있는

5
be� dedicated� to�

25
interest� rates

~에 전념하다 금리,� 이율

6
be� concerned� about�

26
venture

~에 대해 걱정 하다 n.� 모험,� 투기적 사업 vt.� 내걸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venture� to� do� 과감히 ~하다

7
be� advantageous� for�

27
profitable

~에 이롭다 a.� 수익성 좋은,� 이로운,� 유익한

8
be� located� at�

28
executive

~에 있다 n.� 경영간부,� 행정부 a.� 집행하는,� 관리직용의

9
be� honored� for�

29
up� to

~으로 상을 받다 ~까지,� 최고 ~,� 기꺼이 ~하고

10
be� comparable� to�

30
distinct� dishes

~에 필적하다 독특한 (뚜렷한,� 별개의,� 뛰어난)� 요리들

11
open� a� branch

31
related� experience

지점 (지사)을 열다 관련된� 경력,� 경험

12
launch� a� campaign

32
prior� experience

캠페인을 출시하다,� 시작하다,� 발표하다 이전의� 경력
cf.� ~에 우선하는 a� duty� prior� to� all� others

13
accountant

33
express� gratitude

n.� 회계사 감사 (고마움,� 사의)를 표하다

14
concern

34
in� light� of

n.� 우려,� 염려,� 문제,� 관심사 prep.� ~에 비추어,� 관점에서,� 고려하여

15
expand� the� business

35
regarding

사업을 확장하다,� 확대하다 prep.� ~에 관하여 (with� regard� to)

16
reliable� software

36
further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 a.� 더 추가된,� 그 이상의 ad.더욱 더 vt.발전시키다,� 촉진하다

17
comfortable� hotel

37
in� advance

편안한 호텔 ad.� 미리,� 사전에

18
a� qualified� applicant

38
annual� leave

자격을 갖춘 (적격의)� 지원자,� 신청자 연례 휴가� � v.� 떠나다,� 남기다

19
effective

39
culinary� institute

a.� 효과적인,� 유효한 ad.(특정 일시)� 기하여 ~로부터 유효하여 요리의 기관

20
cooperative

40
A� minimum� of� 5� years'� experience� is� preferred

협력적인,� 협동하는,� 우호적인 최소 5년의 경력이 우선된다,� 선취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