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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dividend   [ ˈdɪv.ɪ.dend ] 배당금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can be quite risky, however Coca Cola is one 
company that has paid a dividend every year since 1920.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는 1920년 이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중 하나다.

400 brokerage firm 종합 증권 회사

Many brokerage firms require a minimum investment in addition to charging a 
fee on every trade.
많은 종합 증권사는 모든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최소한의 투자를 요구한다.

DIVIDEND

401 beholden to ~에게 신세를 진

Dell didn't want their company to be beholden to investors and took the 
company from public to private in the early 2000s.
델 사는 투자자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공개 기업에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했다.

402 stakeholder   [ ˈsteɪkˌhəʊl.dər ] 이해 관계자

As a primary stakeholder in the firm, it was his obligation to monitor its 
activities.
회사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서 회사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403 furloughed   [ ˈfɝː.loʊd ] 일시 해고된

Due to the coronavirus, many employees were furloughed with very little notice.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직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임시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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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rebase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다

Due to sub-par performance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he company were 
forced to rebase the dividend.
장기간 평균 이하의 성과로 인해 회사는 새로운 기준으로 배당금을 설정해야만 했다.

405 shed   [ ʃed ] 해고하다, 없애버리다

Shedding employees has become the most common way to save money during 
the pandemic.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대유행 중에 돈을 절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되었다.

406 to the detriment of sth/sb (결국) ~에게 해를 끼치며

Many companies have scrapped flexible working hours to the detriment of their 
employees.
많은 기업이 직원에게 해를 끼치며 유연 근무 시간을 폐지했다.

407 total return 투자 총수익

In terms of investment, bitcoin has had the highest rate of total return over the 
past decade, assuming the initial investment of 100 dollars.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초기 투자금이 100달러라고 가정해 보면, 지난 10년간 투자 총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408 apiece   [ əˈpiːs ] 각각, 하나에

TESLA stock prices increased three-fold to put them at 2,000 dollars apiece. 
테슬라의 주가는 3배 상승하여 한 주에 2,000달러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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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scrap   [ skræp ] 폐지하다

Robinhood Markets, Inc. have scrapped their plan to enter into the UK financial 
markets after deciding to dedicate their focus solely in the US.
로빈후드 마켓 사는 미국에만 집중하기로 한 후 영국 금융 시장 진출 계획을 폐지했다.

410 fallacy   [ ˈfæl.ə.si ] 잘못된[틀린] 생각, 오류

Good traders will consider all information before taking a strong position, 
however, a common fallacy uttered by novice investors is that you should always 
buy the dip. 
좋은 거래자는 강력한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지만, 초보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항상 

하락하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411 stock buyback 주식 환매

Stock buybacks were a necessity in order to improve Walt Disney’s(DIS) price-
earnings ratio.
월트디즈니 사의 주가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 환매가 필수적이었다.

412 plummet   [ ˈplʌm.ɪt ] 폭락[급락]하다

Amazon’s stock price plummeted after the dotcom bubble in the late 1990s.
아마존의 주가는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이 꺼진 이후 급락했다.

413 be hamstrung by ~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다

NASA has been hamstrung by limited government investment and the declining 
interest in space exploration.
나사는 정부의 제한적인 투자와 우주 탐사에 관한 관심 감소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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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reliant on ~에 의지하는

Netflix is reliant on debt to continue funding its content and back-up its 
increasing market value.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증가하는 시장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415 regimen   [ ˈredʒ.ɪ.mən ] 체제, 제도

The current regimen promotes spending and boosting the declining economy.
현재 체제는 소비를 촉진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활성화한다.

416 equilibrium   [ ˌek.wɪˈlɪb.ri.əm ] 균형[평형] (상태)

Low equilibrium rates tend to have important consequences for financial 
markets.
낮은 평형률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417 justifiable   [ ˈdʒʌs.tɪ.faɪ.ə.bəl ] 타당한

Many argue that there are no justifiable reasons for the sudden increase in the 
value of TESLA stocks and predict that they will soon plummet.
많은 사람이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오른 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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