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Don't Eat the Marshmallow Ever! 영어 원서 단어장 

        

 Don't Eat the Marshmallow Ever!(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 『마시멜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 

- 찰리와 조나단이 전하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전략! 

-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단어장을 활용해서 일어보세요! 

- 전작인 『Don't Eat the Marshmallow Yet!』을 먼저 읽어보세요!

  

 단어장 사용법 : 단어 점검 → 원서 리딩 → 단어 복습

1. 단어장을 이용, 그날 읽을 챕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훑어본다.

2. 원서를 읽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단어들의 Usage를 익힌다.)

3. 리뷰와 함께 그날의 단어를 복습한다.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피드 리딩> 책과 카페를 참고하세요!

     ♣ 아래의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는, 스피드 리딩 카페: http://cafe.naver.com/readingtc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6052166
http://cafe.naver.com/readin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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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ble Analysis

gobble [gɑ́bəl] vt. 게걸스레 먹다; 꿀떡 삼키다

allot [əlɑ́(ɔ́)t] vt. 할당하다, 분배하다

concentrate [kɑ́(ɔ́)nsentreit] v. 집중하다, 응집하다, 전력을 기울이다

obstacle [ɑ́(ɔ́)bstəkl] n. 장애(물), 방해(물)

sustain [səste ́in] vt. 떠받치다, 부양하다, 견디다

adjust [ədʒʌ́st] v. 맞추다,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payday [-́de ̀i] n. 지불일, 봉급날

disposable [dispo ́uzəbəl] a. 처분할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1회용의

parable [pǽrəbəl] n. 우화, 비유담

rock-solid 확고한, 확실한, 안정된

delay [dile ́i] vt. 미루다, 연기하다; n. 지연, 지체, 연기

gratification [græ̀təfike ́iʃən] n. 만족시킴, 희열, 욕구 충족, 만족감

significance [signífikəns] n. 의의, 의미, 중요성

chauffeur [ʃo ́ufər] n. (자가용차의) 운전사

preach [priːtʃ] v. 설교하다, 전도하다

irrevocably [ire ́vəkəbəl] a. 되부를 수 없는; 취소(변경)할 수 없는

aspire [əspáiər] vi. 열망하다, 갈망하다

veer [viər]
vi. (사람·차·도로 등이) 방향을 바꾸다; (의견·신념 등이) 바뀌다; n. 방향 전

환, 전향

pregnancy [pre ́gnənsi] n. 임신

abusive [əbju ́ːsiv] a. 입버릇 사나운, 욕하는, 독설의; 학대하는; 남용하는

reveal [rivíːl] vt. 드러내다, 보이다, 나타내다

engross [engro ́us] vt.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마음을) 빼앗다

predicament [pridíkəmənt] n. 곤경, 궁지

fluffy [flʌ́fi] a. 보풀의, 솜털의; 가벼운, 푹신한

1. Big (Marshmallow) Man on Campus

admonish [ædmɑ́niʃ] vt. 훈계하다, 타이르다

cap and gowned 가운과 사각모

furrow [fə́ːrou] n. 밭고랑, 도랑; 길쭉한 홈, 바큇자국; (문어) 깊은 주름

brow [brau] n.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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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ern [le ́ktəːrn] n. 성서대; 강의(연설)대

podium [po ́udiəm] n. [건축] 맨 밑바닥의 토대석; 연단, 연설대, 지휘대

generosity [ʤe ̀nərɑ́səti] n. 관대, 관용, 아량; 마음이 후함

embrace [embre ́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well-wisher n. 남(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호의를 보이는 사람

flunk [flʌŋk] v. 실패하다, 낙제점을 받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veterinarian [ve ̀tərənɛ́əriən] n. 수의사

convince [kənvíns] vt.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tanned [tænd] a. 무두질한; 햇볕에 탄

bum [bʌm] n. 부랑자, 게으름뱅이

misfit [mísfìt] n. 부적합; 맞지 않는 것

dude [djuːd] (미국속어) 사내, 놈, 녀석

surfer dude 파도타기를 즐기는 사람

geek [giːk] n. 괴짜, 기인, 이상한 사람

perk [pəːrk]
① v. 쫑긋 서다; 목에 힘을 주다, 뽐내다, 으스대다; 기운을 회복하다, 생기가 나

다; ② n. (보통 pl.); [미국] 임직원의 특전

override [o ̀uvəra ́id] vt. …보다 우위에 서다, …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갖다; 짓밟다, 유린하다

onslaught [ɑ́nslɔ̀ːt] n. 돌격, 맹공격, 습격

bestow [bisto ́u] vt. 주다, 수여하다

lucrative [lu ́ːkrətiv] a. 유리한, 수지맞는, 돈이 되는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n. 어깨를 으쓱하기

dine and wine a person 술과 음식으로 푸짐하게 대접하다

savvy [sǽvi] a. 소식에 밝은, 정통한, 경험 있고 박식한; n. 상식, 지식, 이해

exemplary [igze ́mpləri] a. 모범적인; 칭찬할 만한, 훌륭한

embarrassed a. 어리둥절한, 당혹한, 창피한, 무안한, 난처한

appliance [əpláiəns] n. 기구, 장치, 설비; 전기 제품

bed-hopping (속어) 침대로 꼬셔내기

beer-guzzling (속어) 맥주 폭음하기

covet [kʌ́vit] vt. (남의 것을) 몹시 탐내다, 바라다, 선망하다

curb [kəːrb] vt. (말에) 재갈을 물리다; 억제하다, 구속하다, 통제하다; 방향을 바꾸다

quote [kwout] vt. 인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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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inence [ǽbstənəns] n. 절제, 금욕, 끊음

detrimental [de ̀trəme ́ntl] a. 유해한, 손해되는

sober [so ́ubər] a. 술 취하지 않은, 착실한, 침착한

relapse [rilǽps] vi. (원 상태·습관으로) 되돌아가다, 다시 빠지다; (병이) 재발하다

regress [ríːgres] n. 복귀, 회귀; 역행, 퇴보; vi. 되돌아가다, 복귀하다; 퇴보하다

indulge [indʌ́ldʒ] vt. (욕망·정열 따위를)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vi. 빠지다, 탐닉하다

overindulge [o ̀uvərindʌ́ldʒ] v. 지나치게 방임하다, 멋대로 하게 놔두다; 탐닉하다

heed [hiːd] v. 주의하다, 조심하다; n. 주의, 유의

assessment [əse ́smənt] n. (과세를 위한) 사정, 평가

trivial [tríviəl] a. 시시한, 하찮은

mojo [moudʒou] n. 마법, 주술

commencement [kəme ́nsmənt] n. 시작, 개시, 착수

rectangle [re ́ktæ ̀ŋg-əl] n. 직사각형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anxious [ǽŋkʃəs] a. 걱정하는, 근심하는, 불안한 ; 열망하는, 몹시 …하고 싶어 하는

merge [məːrdʒ] v. 합병하다, 병합하다 (잠기게 하다, 가라앉히다, 라는 뜻에서)

flip over 뒤집다, 뒤집히다 

slap [slæp] n. 넓적한 것으로 한번 침, 철썩 (때리기); v. 찰싹 때리다. 세게 치다

rearview mirror (자동차의) 백미러

fraud [frɔːd] n. 사기, 협잡; 협잡꾼, 사기꾼

smack [smæk]

① n. 맛, 풍미, 낌새, 기미; vi. 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② vt. 찰싹 치다, 소리 

내다; 입맛을 다시다, 혀를 차다; n. 찰싹하는 소리; 입맛 다심, 혀 차기; 소리 나

는 키스

2. Marshmallow Madness

migraine [máigrein] n. 편두통

riddle [ri ́dl] n. 수수께끼; vi. 수수께끼를 내다

cubicle [kju ́ːbikl] n. 칸막이한 작은 방

anonymous [ənɑ́nəməs] a. 익명의, 가명의; 작자 불명의

testimonial [te ̀stəmo ́uniəl] n. 증명서, 추천장, 상장, 감사장, 표창장

celebrity [səle ́brəti] n. 유명 인사; 명성

endorsement [endɔ́ːrsmənt] n. 배서; 보증, 시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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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ʤəne ́rik] a. 일반적인, 포괄적인; [생물] 속(genus)의

tolerate [tɑ́ləre ̀it] vt. 관대히 다루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묵인하다; 참다, 견디다

agonizing [æ ́gənàiziŋ] a. 고뇌하게 하는, 괴로워하는

throe [ɵrou] n. (보통 pl.) 격통, 심한 고통

prompt [prɑ(ɔ)mpt] a. 신속한, 기민한, 즉시의

crawl [krɔːl]
vi. 기어가다, 네발로 기다, 포복하다; 구물구물 움직이다, 서행하다; (벌레 따위가) 

우글거리다, 들끓다; n. 포복, 기어감

plumber [plʌ́mər] n. 배관공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n. 더미, 퇴적, 쌓아 올림

glean [gliːn] v. 줍다, 주워 모으다

aptly [æptli] ad. 적절히

disturb [distə́ːrb] vt. 방해하다, 저해하다, 어지럽히다

yacht [jɑt] n. 요트

strode [stroud] STRIDE의 과거

stride [straid] n. 큰 걸음, 활보; 진보, 발달; v. 큰 걸음으로 걷다, 활보하다

extend [ekste ́nd] v. (손, 발 따위를)뻗다, 늘이다, 넓히다

put one's feet up [구어] 누워서 쉬다, (앉아서) 발을 높은 곳에 얹고 쉬다

glare [glɛər] vi. 번쩍번쩍 빛나다; 노려보다(~at)

suit oneself 마음대로 하다

prop [prɑp] vt. 버티다, …에 버팀목을 대다; 기대 놓다(~ against); n. 버팀목

impasse [ímpæs] n. 막다른 골목; 난국, 곤경

disjoint [disdʒɔ́int] vt. …의 관절을 삐게 하다, 탈구시키다

magnet [mǽgnit] n. 자석, 자철, 마그넷

insipid [insi ́pid] a.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활기 없는; 싱거운, 김빠진

sarcasm [sɑ́ːrkæz-əm] n. 빈정거림, 비꼼, 풍자

wavelength [we ́ivle ̀ŋkɵ] n. (구어·비유) 사고방식; [물리] 파장

deflate [difle ́it] vt. 공기(가스)를 빼다; (자신·희망 등을) 꺾다; [경제] 통화를 수축시키다

gibberish [ʤíbəriʃ] n. 영문 모를 말, 횡설수설

slump [slʌmp] vi. 푹 떨어지다, 쑥 빠져들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다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freakishly [fríːkiʃ] a. 변덕스러운, 일시적 기분의; 야릇한, 기형의 (ad. freakis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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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ne [hwain] vi. 낑낑거리다; 애처로운 소리로 울다, 흐느껴 울다; 우는 소리를 하다, 푸념하다

gig [gig]
n. ① 말 한 필이 끄는 2륜 마차; ② n. (고기잡이용) 작살; ③ n. (학교·군대 등

의) 과실보고, 벌점; ④ n. 재즈(록) 연주회

hit the road 출발하다, 떠나다; 순회공연을 하다

principal [prínsipəl] a. 주요한, 제1의; n. 장(長), 교장  

mortify [mɔ́ːrtəfài]
vt. (정욕·감정 따위를) 억제하다, 극복하다; …에게 굴욕을 느끼게 하다, 분하게 

하다

plight [plait] n. 곤경, 궁지, 어려운 입장

woo [wuː] v. 구애하다, 구혼하다

mediocre [mìːdio ́ukəːr] a. 보통의, 평범한

gripe [graip]
vt. 꽉 쥐다, 움켜쥐다, 붙잡다; 몹시 아프게 하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vi. 잔소리

하다, 불평하다; n. 쥐기, 움켜잡기, 붙잡기

boo hoo [bu ̀ːhu ́ː] n. 엉엉 울기; vi. 엉엉 울어대다

rancor [ræ ́ŋkəːr] n. 깊은 원한, 적의, 심한 증오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vintage [víntidʒ]
n. 포도 수확(기), 포도주; (어느 해의) 제품, 제작품; 성숙도; a. 포도 따기의; 최

고의, 오래되고 가치 있는, 유서 있는

ukulele [ju ̀ːkəle ́ili] n. 우쿨렐레(하와이의 4현악기)

slouch [slautʃ] v. 앞으로 구부리다, 몸을 구부리고 걷다; n. 앞으로 수그림, 수그려 걸음

equivalent [ikwívələnt] a. 동등한, 같은 가치의; 상당하는, 대응하는, 맞먹는

eternal [itə́ːrnəl] a. 영구한, 영원한, 불멸의

impulse [ímpʌls] n. 추진(력), 충동, 충격

restraint [ristre ́int] n. 제지, 금지, 억제

profound [prəfa ́und] a. 깊이가 있는, 심오한

mock [mɑ(ɔ)k] vt. 비웃다, 조롱하다; n. 조롱, 놀림감; a. 가짜의, 모의의

refine [rifáin] vt. 정련하다, 정제하다, 맑게 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품위 있게 하다, 세련하다

baleful [be ́ilfəl] a. 재앙의, 해로운, 불길한 (ad. balefully)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resolve [rizɑ́lv] vt.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분석하다; 결의하다, 결정하다; vi. 결심하다, 결정

하다

mayhem [me ́ihem] n. 신체 상해, 파괴, 폭력

3. Stressed -and Stretched- to Impress

carpal tunnel syndrome
손목 관절 압박 증후군 (과한 운동으로 손목이나 손에 통증, 근력 저하를 일으키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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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sʌ́bsikwənt] a. 다음의, 그 후의, 이어서 일어나는, 수반하는

derisively [dira ́isiv] a. 조소(조롱)하는; 비웃을 만한 (ad. derisively)

affirmation [æ̀fərme ́iʃən] n. 단언, 주장

tempt [tempt] vt. 유혹하다, 꾀다, 부추기다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persevere [pə̀ːrsəvíər] v. 참다, 견디다, 버티다

perseverance [pəːrsivírəns] n. 인내(력), 참을성

refrigerator [rifrídʒəre ̀itəːr] n. 냉장고, 냉장 장치

tear down n. 분해, 해체

insurmountable [ìnsərmáuntəbəl] a. 극복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impose [impo ́uz] v. 부과하다, 강요하다

lope [loup] v. 천천히 뛰다(뛰게 하다); 성큼성큼 달리다(달리게 하다)

lapse [læps]
n. 착오, 실책, 실수, 잘못; (시간의) 경과, 흐름, 추이; vi. (정도에서) 벗어나다, 

(나쁜 길로) 빠지다, 타락하다

dumpster [dʌ́mpstər] n. 대형 쓰레기 수납기

patron [pe ́itrən] n. 보호자, 후원자; 고객, 단골손님

4. The Fall of Marshmallow Grace

inebriate [iníːbrie ̀it] vt. 취하게 하다, 도취하게 하다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irritate [íriteit] v.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안달 나게 하다

tuck [tʌk] ①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snatch [snætʃ] vt.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interpretation [intə̀ːrprəte ́iʃən] n. 해석, 설명; 통역

jeopardy [dʒe ́pərdi] n. 위험

snippet [snípit] n. 끄트러기, 조각, 단편

bravado [brəvɑ́ːdou] n. 허장성세, 허세

disparate [díspərit] a. (본질적으로) 다른, 공통점이 없는

belie [bilái vt. …의 그릇됨을 드러내다, (…와) 모순되다; 속여 나타내다

decline [dikláin] v. 기울다, 쇠퇴하다; 거절하다; n. 경사, 쇠퇴

blanch [blæntʃ] vt. 희게 하다, 바래다, 표백하다

bluff [blʌf] ① a. 절벽의, 깎아지른 듯한; ② n. 허세, 엄포, 속임수; v. 허세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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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 [diskre ́ʃən] n. 판단(선택·행동)의 자유, 결정권; 신중, 분별, 사려

lame excuse 구차한 변명

ridicule [ri ́dikjuːl] n. 비웃음, 조롱; vt. 조소하다, 비웃다

pledge [pledʒ] n. 맹세, 서약; 저당, 담보; 보증; vt. 맹세하다, 서약하다

revert [rivə́ːrt] vi. 본래 상태로[습관, 신앙 따위로] 되돌아가다; [법] 복귀(귀속)하다

companionship [kəmpæ ́njənʃìp] n. 동무 사귀기, 교우 관계, 교제

extravagance [ikstrǽvəgəns] n. 사치, 무절제, 방종

meringue [mərǽŋ] n. 머랭(설탕과 달걀 흰자위로 만든 과자 재료)

waggle [wǽg-əl] v. 흔들리다, 흔들다

rampage [ræ ́mpeidʒ] n. (성나서) 날뜀, 야단법석; 광포한 행동

bellow [be ́lou] vi. 큰 소리로 울다; 고함지르다

rattle [ræ ́tl] ① v. 덜걱덜걱 소리 나다, 덜걱 거리며 움직이다; ② vi. (구어) 흥분시키다, 놀라

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overextend [o ̀uvərekste ́nd] vt. 지나치게 확대하다

ponder [pɑ́ndər] v.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dribble [dríbəl] v. (물방울 따위가) 똑똑 떨어지다

sugary fluff 아첨하는 말

fluff [flʌf] n. 보풀, 솜털

devastate [de ́vəste ̀it] vt. (국토·토지 따위를) 유린하다, 황폐시키다

clandestine [klænde ́stin] a. 비밀의, 은밀한, 남모르게 하는

5. Wages and Wagers

clerical [kle ́rikəl] a. 서기의, 사무원의; 성직의, 목사의

allowance [əla ́uəns] n. 수당, 급여; 참작, 여유; (허가되는) 한도

deduction [didʌ́kʃən] n. 뺌, 공제; 차감액

biweekly [baiwíːkli] a. , ad. 격주의, 2주에 한번의

submit [səbmi ́t] v. 복종시키다, 굴복하다; 제출하다

prestigious [prestídʒiəs] a. 고급의, 일류의, 명성 있는, 유명한

acclaim [əkle ́im] vt. 갈채하다, 환호하다; n. 갈채, 환호

propel [prəpe ́l] vt. 추진하다, 몰아대다

plush [plʌʃ] a. 플러시천으로 만든, 플러시천의; (구어) 사치스런, 호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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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conce [inskɑ́ns] vt. 숨기다, 감추다; 편히 앉히다, 안치하다

recliner (=recliner chair) n. 기대는 것, 안락의자

sinful [sínfəl] a. 죄 있는, 죄 많은 (ad. sinfully)

outpace [àutpe ́is] vt. …보다 속도가 빠르다; 앞지르다

wrath [ræɵ] n. 격노, 분노, 천벌

wager [we ́idʒəːr] n. 노름, 내기; 내기에 건 것

6. Back to Marshmallow Basics

frigid [frídʒid] a. 몹시 추운, 극한의, 혹한의; 싸늘한, 냉랭한

sip [sip] n. 한 모금, 한 번 마심; vt. 찔끔찔끔 마시다, 홀짝이다

nibble [níb-əl] vt. 조금씩 갉아 먹다

rambling [rǽmbliŋ] a. 어슬렁거리는, 한가로이 걷는, 방랑성의; 산만한, 두서없는

compliment [kɑ́mpləmənt] n. 찬사, 칭찬의 말; 경의, 영광스러운 일

puff [pʌf] vi. (숨을) 훅 불다, (연기를) 내뿜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다

puff up 부풀어 오르다; 우쭐대다

eavesdrop [-́drɑ̀p] v. 엿듣다, 도청하다

envision [invíʒən] vt.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구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seal [siːl] n. 봉인, 증인(證印)

shove [ʃʌv] vt.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7. Dinner with Jonathan Patient

absentmindedly [ǽbsəntmáindid] a. 방심 상태의, 얼빠져 있는 (ad. absentmindedly)

paella [pɑːe ́ilə] n. 파엘랴(쌀·고기·어패류·야채를 스페인식으로 찐 밥)

fetch [fetʃ] vt. (가서) 가져오다, 데려오다, 불러오다

immaculate [imǽkjəlit] a. 더럼 안 탄, 오점 없는; 청순한, 순결한

resurrect [re ̀zəre ́kt] v.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 되살아나다

maid [meid] n. 하녀, 가정부; 소녀, 아가씨

foyer [fɔ́iəːr] n. (극장·호텔·도서관 등의) 휴게실, 로비

intervention [ìntərve ́nʃən] n. 사이에 듦; 개재; 조정, 중재

savor [se ́ivəːr] n. 맛, 풍미

shoo [ʃuː] vt. 쉬이 하다; 쉬이 하고 쫓다; int. 쉬이, 쉿(새 따위를 쫓는 소리); 나가

easel [íːzəl] n. 그림 받침틀, 칠판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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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 [dismís] vt. 떠나게 하다, 해고하다; vi. 해산하다

blissful [blísfəl] a. 더 없이 행복한, 기쁨에 찬 (ad. blissfully)

forfeit [fɔ́ːrfit]
vt. (죄·과실 등에 의하여 지위·재산·권리를) 상실하다, 몰수되다; n. 벌금, 과

료; 상실, 박탈

astounding 0 a. 몹시 놀라게 하는, 망연자실하게 하는 

rebel [re ́bl] vi. 반역하다, 배반하다; n. 반역자

tether [te ́ðəːr]
n. 잡아매는 밧줄, 사술; (능력·재력·인내 등의) 한계, 범위, 극한; vt. 매

다, 구속하다

tug [tʌg] vt. 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

mogul [mo ́ugʌl] n. 무굴 사람, 몽골 사람; (구어) 중요 인물, 거물

midst [midst] n. 중앙, 한가운데, 한복판

culinary [kʌ́ləne ̀ri] a. 부엌(용)의, 요리(용)의

retort [ritɔ́ːt] vt. 보복하다; 반론하여 말하다, 말대꾸(하다)

puppy [pʌ́pi] n. 강아지, 새끼

frantic [frǽntik] a. 미친 듯 날뛰는, 광란의

rod [rɑd] n. 장대, (가늘고 긴) 막대기, 지팡이, 작은 가지

insert [insə́ːrt] vt. 끼워 넣다, 삽입하다, 넣다

cradle [kreídl] n. 요람; 발상지

veterinary [ve ́tərəne ̀ri] a. 수의(학)의; n. 수의사

parakeet [pæ ́rəkìːt] n. (작은) 잉꼬

nearsighted [níərsa ́itid] a. 근시의; 근시안적인, 소견이 좁은

rejection ridʒe ́kʃ-ən] n. 거절, 배제, 기각, 부결

8. The One-Minute Success Quiz

appreciation [əprìːʃie ́iʃən] n. 진가(를 인정함), 올바른 인식; 평가, 감상, 이해; 감사, 존중

embark [embɑ́ːrk] vt. (배·비행기 등에) 태우다, 승선시키다; 착수하다, 투자하다, 끌어들이다

grizzly [grízli] a. 회색의, 회색을 띤

hoard [hɔːrd] n. 저장물, 축적

lull [lʌl] vt. 달래다, 어르다, 안심시키다; n. 진정, 잠잠함

reel [riːl]
vt. 얼레에 감다; (실을) 감다; (~ off)실을 자아내다, 거침없이 술술 이야기하

다

tease [tiːz] vt. 괴롭히다, 곯리다, 집적거리다, 희롱하다, 놀리다

stationery [ste ́iʃ-əne ̀ri] n. 문방구

cryptic [kríptik] a. 숨은, 비밀의; 신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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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uth [sluːɵ] n. (구어) 탐정, 형사; 발자국, 냄새 자국, v. 뒤를 쫓다, 추적하다

decoder n. (암호문의) 해독자; 해독기

moan [moun] vi. 신음하다, 끙끙대다; n. 신음 소리, 끙끙대기

groan [groun] vi.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plunge [plʌndʒ] vt. 던져 넣다, 던지다, 찌르다; vi. 뛰어들다, 돌입하다, 잠수하다

pluck [plʌk] vt. 뜯다, 잡아 뽑다; 잡아당기다, 움켜쥐다, 홱 당기다

template [te ́mplit] n. 본뜨는 공구, 형판, 보기판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frivolous [frívələs] a. 천박한, 경솔한, 들뜬; 하찮은, 사소한

implant [implǽnt] vt. 꽂아 넣다, 박다; (마음에) 심다, 불어넣다

evaluate [ivæ ́ljue ̀it] vt. 평가하다, 어림하다, 값을 구하다

impede [impíːd] vt.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courtesy [kə́ːrtisi] n. 예의바름, 공손함; 호의, 우대

marvel [mɑ́ːrvəl] vi. 놀라다; n. 경탄, 놀라운 일

buoy [bu ́ːi]
n. 부이, 부표, 찌; v. 띄우다, 띄워 두다; 지속하게 하다, 지탱하다, 기운을 북돋

우다

anew [ənju ́ː] ad. 다시, 새로

pat [pæt] v. 가볍게 두드리다, 치다; n. 가볍게 두드리기

butt [bʌt]
① n. 굵은 쪽 끝, 밑동, 남은 조각, 담배꽁초; 엉덩이; ② n. 대상, 표적; ③ vt. 

머리로 받다, 부딪치다, 충돌하다; ④ n. 큰 술통

maddening [mǽdniŋ] a. 미치게 하는, 미칠 듯한

maddeningly ad. 미칠 듯이

taunt [tɔːnt] vt. 비웃다, 조롱하여 도발하다

stern [stəːrn] a. 엄한, 엄격한; 단호한

irresistible [irizístəbl] a. 저항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hefty [he ́fti] a. 무거운, 중량 있는; 크고 건장한, 힘 있는

amuse [əmju ́ːz] vt. 즐겁게 하다, 재미나게 하다

merry-go-round n. 회전목마

nanny [nǽni] n. 유모, 아이 보는 여자

strap [stræp] n. 가죽 끈, 혁대; vt. 끈으로 매다, 가죽 끈으로 때리다

saddle [sǽdl] n. (말, 자전거 따위의) 안장

carousel [ker̀use ́l] n. 회전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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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dler [tɑ́dləːr] n. 아장아장 걷는 아이, 유아

tame [teim] a. 길든, 유순한; vt. 길들이다

alma mater 모교, 출신 학교

weary [wíəri] a. 피로한, 싫증나는

outlet [áutlet] n. 배출구, 출구, 배수구

arrogance [ǽrəgəns] n. 오만, 거만, 건방짐

buck [bʌk]
vt. (말이) 껑충 뛰어 떨어뜨리다 (~ off); vi. 껑충 뛰다; 단호히 반대하다, 반항하

다

drift [drift] vi. 표류하다, 떠돌다

contemplate [kɑ́(ɔ́)ntəmpleit] v. 깊이 생각하다, 응시하다, 찬찬히 보다

9. The Laws of Life

spur [spəːr] n. 박차, 자극; v. 박차를 가하다

grab [græb] vt. 부여잡다, 붙들다, 움켜쥐다; vi. 덮치다; 손을 쑥 뻗치다

accumulate [əkju ́ːmjuleit] vt. 모으다, 쌓아올리다, 축적하다

aspiration [æ̀spəre ́iʃən] n. 열망, 포부, 큰 뜻

barge [bɑːrdʒ] n. 짐배, 바지선, 유람선; vi. 난입하다, 침입하다, 참견하다

nudge [nʌdʒ]
vt.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끌다; n.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

splurge [spləːrdʒ] n. (구어) 과시, 자기 자랑; v. 과시하다, 자랑하다

elegant [e ́ligənt] a. 품위 있는, 우아한, 고상한, 세련된, 기품 있는

deprivation [de ̀prəve ́iʃən] n. 탈취, 박탈; 상실, 손실, 부족

lofty [lɔ́ː(ɔ́)fti] a. 매우 높은; 숭고한, 고상한

concise [kənsáis] a. 간결한

composure [kəmpo ́uʒər] n. 침착, 냉정, 평정, 자제

10. The Secret Inside the Envelope

embroider [embrɔ́idər] vt. 자수하다, 수를 놓다, 장식하다

fridge [fridʒ] n. =refrigerator (구어) 냉장고

tummy [tʌ́mi] n. (pl. -mies) 《유아어》 배(stomach의 변형)

midriff [mídrìf] n. 몸통; 횡격막

pend [pend] v. 미결인 채로 있다; 매달리다

ramification [ræ̀məfike ́iʃ-ən] n.가지, 분지(分枝), 분기(分岐); 세분화

vow [vau] n. 맹세, 서약; vi. 맹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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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ster [bo ́ulstər] n. 덧베개, 받침; vt. 덧베개로 받쳐주다; 지지하다, 보강하다, 기운을 북돋우다

recipient [risípiənt] a. 받는, 수용하는; n. 수납자, 수령인

quota [kwo ́utə] n. 몫, 분담액

distraught [distrɔ́ːt] a. =distracted (…으로) 정신이 혼란하여

blunt [blʌnt] a. 무딘, 날 없는;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reassure [rìːəʃu ́əːr] vt. 안심시키다; 재보증하다

boast [boust] v. 자랑하다; n. 자랑거리, 허풍

renege [riníg] vi. 약속을 어기다; 취소하다; [카드] 딴 패를 내다

gazillion a. (속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conception [kənse ́pʃən] n. 개념, 이해

referral [rifə́ːrəl] n. refer하기; 면접 후 구직자를 구직 처에 보내기; 위탁(추천)된 사람

substantial [səbstǽnʃəl] a. 상당한, 많은; 실체의, 실재하는; 튼튼한, 견고한; 실속 있는

Post-Parable Analysis

prespend 사전에 없음: pre-spend '미리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저자가 만든 어휘

neglect [nigle ́kt]
v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경시하다, 간과하다; 게을리 하다, 소홀히 하다; n. 태

만, 소홀, 무시, 등한시, 경시

deplete [diplíːt] vt. 고갈(소모) 시키다

proportion [prəpɔ́ːrʃən] n. 비례, 비율

relocate [riːlo ́ukeit] vt. 다시 배치하다

inadvertent [ìnədvə́ːrtənt] a. 부주의에 의한, 무심코 저지른, 고의가 아닌

munch [mʌntʃ] vt., vi. 우적우적 먹다

estate [este ́it] n. 토지, 재산, 지위

blurt [bləːrt] vt. 불쑥 말하다(~out); 무심결에 말하다, 누설하다

reluctant [rilʌ́ktənt] a. 마음이 내키지 않는, 싫어하는 (ad. reluctantly)

conceit [kənsi ́ːt] n. 자부심, 자만

superlative [supə́ːrlətiv] a. 최상의, 최고(도)의, 비길 데 없는

bask [bæsk] vi. 몸을 녹이다, 햇볕을 쬐다

trivia [tríviə] n. 사소한 일, 평범한 일; (대답이 별난 것으로 나오는) 퀴즈 게임

coup [kuː] n. (불시의) 일격; 대히트, 대성공, 큰 인기

garner [gɑ́ːrnər] vt. 모으다, 축적하다; 득점(득표)하다

fumble [fʌ́mb-əl] vi. 손으로 더듬다, 더듬어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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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at [glout] vi. 흡족한 듯이 바라보다

diplomatic [dìpləmǽtik] a. 외교의, 외교 관계의; 외교 수완이 있는

monetary [mɑ́nəte ̀ri] a. 화폐의, 통화의; 금전(상)의, 금융의

candid [kǽndid] a. 솔직한, 숨김없는, 거리낌 없는

bash [bæʃ] vt. (구어) 후려갈기다, 강타하다; n. 세게 때림, 강타

compile [kəmpáil] vt. (책을) 편집하다; (자료 등을) 수집하다

reticent [re ́təs-ənt] a. 과묵한, 말이 적은

reticence n. 과묵, 말수 적음

formidable [fɔ́ːrmidəb-əl] a. 무서운, 무시무시한; 만만찮은, 얕잡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fantasize [fǽntəsàiz] v. 꿈에 그리다, 공상하다

aspire [əspáiər] vi. 열망하다, 갈망하다

occurrence [əkə́ːrəns] n. 발생, 일어; 사건, 생긴 일

attain [əte ́in] v. 이르다, 도달하다; 달성하다

attainment [əte ́inmənt] n. 도달, 달성, 업적; (보통 pl.) 학식, 재능

tress [tres] n. (여자의) 긴 머리털 한 다발, 땋은 머리; vt. (머리를) 다발로 땋다

wig [wig] n. 가발

chemotherapy [ke ̀mouɵe ́rəpi] n. 화학요법

trim [trim] vt. 정돈하다, 손질하다; 다듬어 내다, 잘라내다

query [kwíəri] n. 질문, 의문; vt. 묻다, 질문하다, 의문을 가지다

sabotage [sǽbətɑ̀ːʒ] v. (계획·정책 등을) 고의로 파괴(방해)하다

adornment [ədɔ́ːrnmənt] n. 꾸미기, 장식

align [əla ́in] v. 한 줄로 하다, 정렬시키다, 일직선으로 맞추다

draft [dræ(ɑː)ft]
n. 도안, 밑그림, 설계도, 초안; vt. 밑그림을 그리다, 설계하다 (cf. [영국] 

draught)

mortgage [mɔ́ːrgidʒ] n. 저당; 저당 잡힘; vt. 저당 잡히다

daunt [dɔːnt] vt. 위압하다, 움찔하게 하다, 기세를 꺾다

doable [du ́ːəbəl] a. 할 수 있는

barter [bɑ́ːrtər] v. 물물교환하다, 교역하다; n. 물물 교환

decent [díːsnt] a. 고상한, 버젓한, 상당한

stalk [stɔːk] n. [식물] 줄기, 잎자루; v. (사냥감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squirrel [skwə́ːrəl] n. 다람쥐; vt. 저장하다, 축적하다, 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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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ak [twiːk] n. 비틀기, 꼬집기

pimple [pímpl] n. 여드름, 뾰루지

antiblemish 사전에 없는 단어: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antiblemish cream)

blemish [ble ́miʃ] n. 흠, 오점, 결점

threadbare [ɵre ́dbɛ̀əːr] a. 닳아서 올이 드러나 보이는, 나달나달 해진; 빈약한, 부족한

reevaluate [rìːivǽljue ̀it] v. 재평가하다

perky [pə́ːrki] a. 기운 좋은, 원기 왕성한; 의기양양한 활발한

dwell [dwel] vi.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mishap [míshæp] n. 불운한 일, 재난, 사고, 불상사

lease [liːs] vt. 빌리다. 임대하다; n. 차용계약

scant [skænt]
a. 불충분한, 부족한, 모자라는, 빠듯한; 인색한, 아까워하는; vt. 아까워하다, 인색

하게 굴다

unscrupulous [ʌnskru ́ːpjələs] a. 예사로 나쁜 짓을 하는, 사악한, 파렴치한

relinquish [rilíŋkwiʃ] vt. 포기하다, 양도하다; 그만두다, 버리다

dimmer [dímər] n. 어둑하게 하는 사람(물건); 조광기, 제광 장치

dumber [dʌ́mər] n. (미국속어) 바보

booze [buːz] vi. (구어) 술을 많이 마시다

allure [əlu ́ər(lju ́ər)] vt. 유혹하다, 부추기다

liquidation [lìkwide ́iʃən] n. (부채의) 청산, 정리; 파산, 해체

gizmo [gízmou] n. (미국구어) 장치, 기계; 거시기(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

thrive [Ɵraiv] vi. 번영하다, 무성하다, 잘 자라다

ovation [ouve ́iʃən] n. 열렬한 환영, 대단한 갈채, 대인기

conviction [kənvíkʃən] n. 신념, 확신; [법] 유죄의 판결

impoverish [impavəriʃ] vt. 가난하게 하다, 쇠약하게 하다

ditch [ditʃ] n. 수로. 도랑; 개천, 해자; v. …에 도랑을 파다, 해자로 두르다

caterer [ke ́itərər] n. 요리 조달자,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

be handy with 능숙하다, 잘 다루다, 솜씨 있다

aptitude [æ ́ptitu ̀ːd] n. 경향, 습성; 소질, 재능; 적성, 어울림

remedial [rimíːdiəl] a. 치료상의, 치료를 위한

eliminate [ili ́mineit] vt. 제거하다

destitute [de ́stətju ̀ːt] a. (…이) 결핍한, 없는; 빈곤한, 궁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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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 [ilu ́ːməne ̀it]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ritual [rítʃu-əl] a. 의식의, 제식의; n. (종교적) 의식, 예배식

tentacle [te ́ntək-əl] n. [동물] 촉수, 촉각

delusion [dilu ́ːʒən] n. 현혹, 기만; 망상, 착각(개인의 잘못된 생각)

anecdote [æ ́nikdo ̀ut] n. 일화,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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