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LAST LECTURE 영어 원서 단어장 

 THE LAST LECTURE
- 말기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 랜디 포시가 전하는 메시지!

  (*이 책의 저자 랜디 포시 교수는 2008년 7월 2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교훈들을 위트있게 전해주는 책!   

-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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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는, 스피드 리딩 카페: http://cafe.naver.com/readin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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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 아래의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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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테일북스>와 함께하는 영어 원서별 단어장

Introduction 

tumor [tjúːməːr] n. 종기, 종양

liver [lívər] n. 간장, 간

embrace [embre ́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logistical [loudʒístikəl] a. 병참술의, 물류관리의

logistics [loudʒístiks]
n. 병참학, 물류관리; the careful organization of a complicated activity 

so that it happens in a successful and effective way

routine [ruːtin] n. 판에 박힌 일; 틀에 박힌 연기

ruse [ruːz] n. 책략, 계략

wash up 
① 씻다 ② 화장실을 사용하다 

③ (보통 수동형으로) ~을 실패하게 하다 

integrity [inte ́grəti] n. 성실, 정직; 고결, 완전무결, 보전, 본래의 모습

gratitude [grǽtitjuːd] n. 감사, 보은의 마음

crucial [kru ́ːʃəl] a. 결정적인, 중대한; 엄격한;(시기·문제 등이) 어려운

Ⅰ. The Last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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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se [dimáiz] n. 서거, 소멸, 종언, 종지

ruminate [rúːməne ̀it] vi. , vt.되새기다, 반추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생각에 잠기다(about; of; 

on, upon; over)

mull [mʌl] n. 실수, 실패, 혼란; v. 엉망으로 만들다, 실패하다

impart [impɑ́ːrt]
vt. 나누어주다, 주다(「분배하다」의 뜻에서); (지식·비밀 따위를) 전하다, 

알리다

legacy [légəsi] n. 유산, 이어[물려]받은 것

diagnose [dáiəgno ̀us] vt. , vi.진단하다, 조사 분석하다, 원인을 규명하다.

pancreatic cancer n. 췌장암

optimistic [ɑ̀ptəmístik] a. 낙관적인, 낙천적인; 낙천[낙관]주의의

abstract [ǽbstrækt] a. 추상적인, 관념상의

formality [fɔːrmǽləti] n. 형식에 구애됨; 딱딱함; 격식을 차림, 예식

energize [énərdʒàiz]
vt. 정력을[에너지를] 주입하다, 활기를 돋우다

vi. 정력을 내다, 기운을 내어 일하다.

leery [lí-əri] a. ① 의심 많은, 조심하는 ② 곁눈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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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difə́ːr] vi. (의견, 판단, 결정을) ~에게 맡기다

urge [əːrdʒ] v. 몰아대다, 재촉하다; 주장하다, 강조하다; 격려하다

confront [kənfrʌ‘nt] vt. 직면하다, 마주 대하다; 대조하다

terminal [tə́ːrmən-əl] a. 말단의, 종말의, 경계의

diversion [divə́ːrʒən] n. 전환, 딴 데로 돌림



<롱테일북스>와 함께하는 영어 원서별 단어장

grapple [grǽpəl] vt. 잡다, 꽉 쥐다; 파악하다, 고정하다; vi. 격투하다, 맞붙어 싸우다

fantasize [fǽntəsàiz] v. 꿈에 그리다, 공상하다

oratorical [ɔ̀ːrətɔ́ːrikəl] a. 연설의, 웅변의, 연설가의, 연설가식의; 수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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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ed [bliːd] vi. ① 출혈하다 ② 마음 아파하다

squeeze [skwiːz] vt. 밀어[쑤셔] 넣다, 압착하다, 꽉 쥐다

flesh [fleʃ] n. 살, 육체

flatly [flǽtli] ad. 단호하게, 쌀쌀맞게

couch [kautʃ] n. 긴 의자, 침상, (기댈 수 있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소파

viscerally [vísərəli] ad. 본능적으로; 노골적으로

reticence [rétəsəns] n. 과묵, 말수 적음

fortitude [fɔ́ːrtitjuːd] n. 인내, 용기, 불굴의 정신

limelight [láimlàit]

n.  ① 석회광(光) 

   ② 라임라이트(무대 조명용) 

   ③ (the ∼) (비유) 주목의 대상

dignity [dígniti] n. 존엄, 위엄

vanity [vǽniti] n. 무상함, 허무; 허영심

hazy [héizi] a. 흐린, 안개 낀

tripod [tráipɑd] n. 삼각대, 세 다리 걸상; a. 3각의, 3각으로 받쳐진

validation [væ̀lədéiʃən] n. 확인, 비준

gravitas [grǽvətɑ̀ːs] n. 엄숙함

relent [rilént] vi. 마음이 누그러지다, 부드러워지다

yearn [jəːrn] vi.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avenue [ǽvənjùː] n. 가로수길, 큰 거리, 도로

resonate [rézəne ̀it] v. 공명(공진)하다; 울려 퍼지다

discourse [diskə́ːridʒ] vt.용기를 잃게 하다, 실망시키다; 단념시키다

compel [kəmpél] vt.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pathology [pəɵɑ́lədʒi] n. 병리학; 병리

bravado [brəvɑ́ːdou] n. 허장성세, 허세

decidedly [disáididli] ad. 확실히, 명백히, 단호히

quirky [kwə́ːrki]
a. ① 신소리 하는; 속임이 많은; 기발한 

   ② 급히 휜, 구불구불한

extraordinary [ikstrɔ́ːrdənèri] a. 대단한, 비상한, 보통이 아닌, 비범한; 터무니없는

epiphany [ipífəni] n. 깨달음, 직관,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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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 [strʌ́gl] v. 분투하다, 노력하다, 버둥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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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ss [əmǽs] vt. 모으다, 축적하다, 쌓다; vi. 모이다; 집합하다

engage [engéidʒ] v. 약속하다, 계약하다; 약혼시키다; 종사시키다

desperately [déspəritli] ad. 필사적으로, 혈안이 되어; 절망적으로

sabbatical [səbǽtikəl] a. 안식일의, 안식의, 휴식의

gallows [gǽlouz] n. 교수대, (the ∼ ) 교수형

brag [bræg] v. 자랑하다, 자만하다, 허풍떨다

trim [trim] vt. 다듬다, 손질하다, 장식하다

pregnant [prégnənt] a. 임신한

dishwater [diʃ́wɔ̀ːtər] n. 개숫물, 구정물

dishwater-blond a. 짙은 금발의

coincidence [kouínsədəns] n. (우연의) 일치, 부합; 동시에 일어남

spotty [spɑ́ti] a. 얼룩[반점]투성이의; 한결같지 않은; 드문드문 존재하는

exasperate [igzǽspərèit] vt. 성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comb [koum]
vt. ① 빗질하다, 빗다; 빗질하여 제거하다

   ② (찾느라고) 뒤지다, 철저히[샅샅이] 찾다

chemo [ki ́ːmou] ‘화학’의 뜻의 결합사

chemo treatment n. 화학 치료

cramp [kræmp] vt. 속박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n. 꺾쇠, 죔쇠

nausea [nɔ́ːziə] n. 메스꺼움, 욕지기; 뱃멀미

diarrhea [dàiəríːə] n. 설사

tinker [tíŋkəːr] vi. 서투르게 수선하다, 어설프게 만지다; 헛수고하다 ; vt. …을 수선하다

solemn [sɑ́(ɔ́)ləm] a. 엄숙한, 근엄한

vow [vau] n. 맹세, 서약, 서원 v. 맹세하다, 서약하다, 언명하다

unveil [ʌnvéil]
vt, vi.① 베일을 벗(기)다.

     ② 정체를 드러내다; 밝히다, 털어놓다.

diaper [dáiəpər] n. 기저귀, 월경대

precaution [prikɔ́ːʃən] n. 조심, 경계; 예방책

belly [be ́li] n. 배, 복부

fiddle [fídl]` vi. 바이올린을 켜다,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

rouse [rauz] vt. 깨우다, 눈뜨게 하다; 환기하다, 고무하다, 분발시키다; n. 각성

prop [prɔp] n. 지주, 버팀목

3 

elephant in the room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금기시되어 거론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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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chemotheraphy [kèmouɵérəpi] n. 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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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er [pʌ́tər] vi. 꾸무럭거리며 일하다; 어정버정 거닐다, 빈둥거리다 vt. (시간을) 허비하

다

tweed [twiːd] n. 트위드(스카치 나사(羅紗)의 일종), (pl.) 트위드 옷

grab [græb] vt. 부여잡다, 붙들다, 움켜쥐다

grant [græ(ɑː)nt] vt. 주다, 수여하다; 승인하다, 허락하다

oval [o ́uvəl] n. 타원체; a. 타원형의, 달걀 모양의

tribute [tríbjuːt]
n. ① 공물, 조세 

   ② 찬사, 칭찬[감사, 존경]을 나타내는 말[행위, 선물, 표시]

wander [wɑ́ndəːr] v. 거닐다, 돌아다니다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reconcile [rékənsail] vt. 화해시키다, 조정하다, 중재하다, 일치시키다 

morose [məro ́us] a. 까다로운, 기분이 언짢은; 침울한

decamp [dikǽmp] vi. 캠프를] 거두고 물러나다, 도주하다; 폐회하다

uproot [ʌprúːt] vt. 뿌리째 뽑다, 근절시키다; 몰아내다(from)

cocoon [kəkúːn] n. (누에)고치, 안식처

debilitate [dibílətèit] vt. (사람·몸을) 쇠약하게 하다

palliative [pǽlie ̀itiv] a. ① 완화하는, 경감하는 

   ② 변명이 되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phenomenally [finɑ́mənli] ad. 현상적으로; 명백히; 이상하게, 드물게

dissonance [dísənəns] n. 불일치, 부조화; 불협화음

embolden [embo ́uldən] vt. 대담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exhale [ekshé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Ⅱ.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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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chool n. 모교; 보수파

endure [indjúər] v. 견디다, 인내하다, 지탱하다

immigrant [i ́migrənt] a. 이주하는, 내주하는; 이민자의; n. 이주자, 이민

frugal [fru ́ːg-əl] a. 검약한, 소박한

oppressive [əprésiv] a. 압박하는, 포악한, 엄한; 답답한

leg up 조력, 원조 (=head start)

infectious [infe ́kʃəs] a. 전염하는, (영향이) 옮기 쉬운

inquisitiveness [inkwízətivnis] n. 호기심

instinct [i ́nstiŋkt] n. 본능, 천성

slob [slɑb] n. 진흙; 얼간이; 꾀죄죄한 사람

encyclopedia [ensàikloupíːdiə] n. 백과사전, 전문사전

anecdote [ǽnikdòut] n. 일화,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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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k up phrasal v. …을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이해하다

choicest a. 가장 훌륭한, 특상의

channeling [tʃǽnliŋ] n. 채널링, 영적인 교감

quote [kwout] vt. 인용하다; n. 인용문, 따옴표

dispense [dispéns] vt. 분배하다, 나눠주다

cockiness [kɑ́kinis] n. 오기, 자만심

precocious [priko ́uʃəs] a. 조숙한, 일된, 어른다운(아이·거동 따위)

suffice [səfáis] vi. 족하다, 충분하다 ; vt. …에 충분하다, 만족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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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sh [re ́liʃ] n. 흥미, 의욕; 맛, 풍미, 양념; vt. 맛있게 먹다, 즐기다

prostitution [prɑ̀stətjúːʃən] n. 매춘, 절개를 팖; 타락, 퇴폐

charitable [tʃǽrətəbəl] a. 자비로운, 관대한, 자선의

presbyterian [prèzbitíəriən] n. 장로교 회원; 장로제주의자

dash [dæʃ] vt. 내던지다, 부딪뜨리다; 때려 부수다; 꺾다, 좌절시키다, 실망시키다

raging [réidʒiŋ] a. 격노한, 맹렬한; 쑤시고 아픈; 터무니없는

leukemia [luːkíːmiə] n. [의학] 백혈병

slat [slæt] vi, vt. 세차게 때리다[내던지다]; 소리를 내며 부딪(치)다

bunk bed 2단 침대(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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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rl [swəːrl]
vi. ① 소용돌이치다 

   ② (머리가) 어찔어찔하다

firework [faiəŕwə̀ːrk] n. 불꽃, (pl.) 불꽃놀이

escapade [éskəpèid́] n. 멋대로 구는 짓; 엉뚱한 짓, 모험; 탈선; 장난

sneak [sniːk] v.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peek [piːk] v. 살짝 들여다 보다, 엿보다

quadratic [kwɑdrǽtik] a. 정방형의 (quadratic paper: 모눈종이); [수학] 2차의; n. 2차 방정식

quantity [kwɑ́ntəti] n. 양(量); 분량, 수량; 다량, 다수, 많음

nerd [nəːrd] n. 바보, 얼간이, 촌스런 사람

illuminate [ilúːmənèit]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ranch house 랜치하우스(일반주택으로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단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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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gmatism [prǽgmətìzəm] n. 실용주의; 실제적인 사고방식; 쓸데없는 참견; 독단

periscope [pe ́rəsko ̀up] n. 잠망경; 전망경

inevitable [ine ́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vulgar [vʌ́lgər] a.저속한, 야비한, 속된, 통속적인, 비천한; 대중의, 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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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fóuk-əl] a. 초점의, 초점에 있는

6 

astronaut [ǽstrənɔ̀ːt] n. 우주 비행사

gig [gig]
n. ① 말 한 필이 끄는 2륜 마차; ② n. (고기잡이용) 작살;

   ③ n. (학교·군대 등의) 과실보고, 벌점; ④ n. 재즈(록) 연주회

acclimate [æ̀klə́mèit] vt. , vi. 새 풍토[환경]에 익히다[익숙해지다]

gravity [grǽviti] n. 중력

vomit [vɔ́mit] v. 토하다, 게우다

comet [kɑ́mit] n. 혜성, 살별

parabolic [pæ̀rəbɑ́lik] a. 비유의, 우화 같은; 포물선의

fathom [fǽðəm] vt. …의 깊이를 재다; 헤아리다, 통찰하다

earthling [ə́ːrɵliŋ] n. 인간, 지구인; 속인

deter [ditə́ːr] v. 단념시키다, (못하게) 막다 

loophole [lúːpho ̀ul] n. 총구멍; 도망길, 빠지는 구멍; 허점

resignation [rèzigne ́iʃən] n. 포기, 단념, 체념

transparent [trænspɛ́ərənt] a. 투명한; 명쾌한, 명백한

spectacular [spektǽkjələːr] a. 볼 만한, 장관의

7 

NFL 미식축구리그 (National Football League)

pursue [pərsu ́ː(sju ́ː)] v. 쫓다, 추구하다

wimpy [wímpi] n. 윔피, 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

awe [ɔː] n. 경외, 외경심

linebacker [láinbæ̀kər] n. 라인배커(미식축구에서 수비의 2열째에 위치하는 선수)

fundamental [fʌndəméntəl] a. 기초의, 근본적인; n. 근본, 기초; 원리, 원칙

detriment [détrəmənt] n. 손해, 손상, 손해의 원인, 유해물

muster [mʌ́stəːr] v. 모으다, 소집하다

selfesteem [sélfestíːm] n. 자존감, 자부심

coddle [kɑ́dl] vt. 귀하게 기르다

stance [stæns] n. 발의 자세, 스탠스

livid [lívid] a. 검푸른, 창백한; 멍이 든; 붉은 기미가 도는; 기분이 으스스한

brat [bræt] n. (경멸적) 선머슴, 개구쟁이

hydration [haidréiʃən] n. 수화(水和)작용

humiliate [hjuːmílieit] vt. 창피를 주다, 모욕하다

intricacy [íntrikəsi] n. 복잡, 얽히고설킴,

adversity [ædvə́ːrsəti] n. 역경; 불행, 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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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feik] a. 가짜의, 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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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hip [wə́ːrʃip] v. 예배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elevation [èləvéiʃən] n. 높이, 고도, 해발, 고지; 고귀함, 고상

aardvark [ɑ́ːrdvɑ̀ːrk] n. [동물] 땅돼지

deem [diːm] vt. …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zulu [zúːluː] n. 줄루 사람(남아 공화국 Natal주 일대의 용맹한 종족)

princely [prínsli] a. 군주다운, 기품 높은; 관대한, 장엄한

cherish [tʃériʃ] vt. 소중히 하다, (마음에) 품다

badger [bǽdʒər] vt. 집적대다, 조르다; n. 오소리

privilege [prívilidʒ] n. 특권, 특전; vt. 특권을 주다

9

distill [distíl] v. 증류하다, 증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다; ~의 정수를 뽑다

delegate [de ́ligèit] vt. 대리[대표]로 보내다, 대리로 내세우다; (권한 등을) 위임하다

subordinate [səbɔ́ːrdənit] n. 하급자, 부하; a. 하급의, 하위의

indescribably [ìndiskráibəbəli] ad. 형언할 수 없이; 막연하게

wrath [ræɵ] n. 격노, 분노, 천벌

starfleet n. 우주 함대 (star + fleet)

cadet [kədét] n. 사관생도; 견습생

sophisticate [səfístəkèit]
vt. 세파에 물들게하다, 순진성을 잃게 하다, 불순하게 하다; 궤변으로 속이

다; 복잡하게 하다, 정교하게 하다

infatuation [infæ̀tʃuéiʃən] n. 열중함,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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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ed [stʌft] a. 속을 채운

buffed-up a. 근육이 발달한

Adonis [ədɑ́nis] n. 아도니스(그리스 신화의 인물); 미남자, 멋쟁이

ape [eip] n. 원숭이; 유인원

woo [wuː] v. 구애하다, 구혼하다

squirt [skwəːrt] v. 분출하다, 뿜어 나오다; (구어) n. 건방진 벼락부자, 잘난 체하는 젊은이

lean [liːn] vi. 기대다, 의지하다, 기울어지다; a. 야윈, 깡마른

ringtoss n. 고리 던지기

tenacity [tənǽsəti] n. 고집; 끈기; 완강, 불굴, 집요; 강한 기억력

virtue [və́ːrtʃuː] n. 미덕, 선행; 장점

discretionary [diskre ́ʃənèri] a. 임의의, 자유재량의, 무조건의

tech-savvy a. 기술적 지식이 해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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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vy [sǽvi] a. 소식에 밝은, 정통한, 경험 있고 박식한; n. 상식, 지식, 이해

11 

infinitely [i ́nfənitli] ad. 무한하게, 무수하게, 끝없이

broom [bru(ː)m ] n. 비, 빗자루

setback [sétbæ̀k] n. 방해; 좌절, 차질

mantra [mǽntrə] n. (흰두교의) 만트라, 진언(眞言)

colleague [kɑ́liːg] n. 동료, 동업자

persistent [pəːrsístənt] a. 고집하는, 완고한, 버티는; 영속하는, 끊임없는

Neptune [néptjuːn] n. (로마 신화) 바다의 신; 해왕성

hotshot [- ́ʃɑ̀t / - ́ʃɔ̀t] n. 적극적이고 유능한 사람, 능수꾼

oddball [ɑ́dbɔ̀ːl] n. , a. 별난자(의)

villain [vílən] n. 악인, 악한

dub [dʌb]
vt. ①  새 이름·별명을) 주다, 붙이다, ~라고 칭하다; 

   ② 새로 녹음하다

impenetrable [impénətrəbəl] a. 꿰뚫을 수 없는, 지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geeky [giːki] a. 엽기적인, 얼간이 같은, 바보같은

hop [hɑp] v. 뛰다, 깡충 뛰다

convertible [kənvə́ːrtəbəl] a. 바꿀 수 있는, 개조할 수 있는; [자동차] 지붕을 접을 수 있는

Ⅲ. Adventures... and Lessons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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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ɑ́dəsi] n. 긴 방랑 여행

abdomen [ǽbdəmən] n. 배, 복부; (곤충 따위의) 복부

jaundice [dʒɔ́ːndis] n. [의학] 황달; (비유) 옹졸한 생각, 질투, 편견

hepatitis [he ̀pətáitis] n. [의학] 간염

mortality [mɔːrtǽləti] n. 죽음을 면할 수 없음, 사망

diagnose [dáiəgno ̀us] v. 진단하다; 원인을 밝혀내다, 조사 분석하다

hypothesize [haipɑ́ɵəsàiz] vi., vt.가설을 세우다, 가정하다

obscure [əbskju ́ər] a. 어두운, 분명치 않은; 무명의, 눈에 띄지 않는

arsenal [ɑ́ːrsənəl] n. 무기고; 비축, 수집

whipple operation n. whipple 수술 (췌장암 수술의 일종) 

brutal [bru ́ːtl] a. 잔인한, 야만적인; 혹독한, 가차 없는

toxic [tɑ́ksik] a. 유독한, 치명적인

regimen [rédʒəmən] n. 섭생, 양생법, 식이 요법

radiation [rèidiéiʃ-ən n. (빛·열 등의) 방사, 복사; 발광, 발열

gallbladder [gɔ́ːlblæ̀dər] n. 쓸개, 담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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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stine [inte ́stin] n. (보통 pl.) 창자, 장; a. 내부의, 국내의

dosage [dóusidʒ] n. 투약, 조제; (약의 1회분) 복용[투약]량

oncologist [ɑŋkɑ́lədʒist] n. 종양학자, 암 전문의 (oncology 종양학의 파생어)

usher [ʌ́ʃər] n. 안내인, 수위; vt. 안내하다

medication [mèdəkéiʃ-ən] n. 약물 치료, 투약

qualm [kwɑːm] n. 불안한 마음, 주저함; 양심의 가책

goose [guːs] n. 거위; 거위 고기 

metastasize [mətǽstəsàiz] vi. 전이(轉移)하다

glaring [glɛ́əriŋ] a. 번쩍번쩍 빛나는, 눈부신, 눈에 띄는, 현란한

flaw [flɔː] n. 결점, 흠

preemptive [priémptiv] a. 선제의, 선수를 치는; 예방; 우선적인

hysterically [histérikəli] ad. 히스테릭하게, 병적으로 흥분하여

grim [grim] a. 냉혹한; 굳센; 험상스러운; 무서운, 지겨운

curative [kjúərətiv] a. 치료용의; 치료력이 있는

surreal [səríːəl] a. 초현실적인, 기상천외의; n. 초현실적인 것

bereft [bire ́ft] a. (bereave의 과거·과거분사) 빼앗긴, 잃은

spontaneous [spɑ(ɔ)nte ́iniəs] a. 자발적인; 자연적인, 무의식적인

presumptuous [prizʌ́mptʃuəs] a. 주제넘은, 뻔뻔한, 건방진

oncology [ɑŋkɑ́lədʒi ] n. 종양학, 암연구

semantic [simǽntik] a. 어의에 관한, 의미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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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tminded [ǽbsəntmáindid] a. 방심 상태의, 멍해 있는, 건성의

epitome [ipítəmi] n. 개략, 대요, 요약, 초록

oblige [əbláidʒ] vt. 강요하다, 은혜를 베풀다

14 

incompetence [inkɑ́mpətəns] n. 무능력, 부적당

tactless [tǽktlis] a. 재치 없는, 분별없는; 서투른

recalibrate [rikǽləbre ̀i] vt. 다시 눈금을 정하다,  다시 조정하다, 재평가하다

calibrate [kǽləbrèit] vt. (…을 향하여) 조정하다, 눈금을 정하다, 기초화하다

janitor [dʒǽnətər] n. 문지기, 수위, 관리인

offend [əfénd] vt.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위반하다

impassion [impǽʃən] vt. 깊이 감동하게 하다

inflexible [infle ́ksəbəl] a. 구부러지지 않는; 불굴의; 강직한, 완고한; 불변의

contrarian [kɑ̀ntrəráiəti] n. 반대, 모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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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t [spaut] n. 분수, 분출, 물기둥; 주둥이, 물 꼭지; v. 내뿜다, 분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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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 [rév-əl vi. 한껏 즐기다, 매우 기뻐하다; …에 빠지다

admonition [æ̀dməníʃən] n. 훈계; 권고, 충고; 경고

pristine [prístiːn] a. 옛날의, 원래의; 순박한

gem [dʒem] n. 보석, 보옥; 귀중품

christen [krísn] vt. 세례를 주다, (세례를 주어) 기독교도로 만들다

whine [hwain] v. 낑낑거리다, 흐느껴 울다

mundane [mʌ́ndein] a. 현세의, 세속적인(earthly), 보통의, 우주의, 세계의

sloppiness [slɑ́pinis] n. 물기가 많음; 맛없음; 엉성함 

nephew [néfjuː] n.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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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e [rìːivǽljue ̀it] v. 재평가하다

adept [əde ́pt] a. 숙련된; 정통한, 환한

compulsion [kəmpʌ́lʃən] n. 강요, 강제

tenured [ténjəːrd] a. 종신 재직권을 가진

Nobel laureate 노벨상 수상자

offbeat [ɔ́ːfbíːt] a. 상식을 벗어난, 보통이 아닌, 색다른, 엉뚱한

intrigue [intríːg] vt. …의 호기심을 돋우다

extent [ekstént] n. 넓이, 크기; 범위, 정도

impishness [ímpiʃnis] n. 장난꾸러기[개구쟁이]

single [síŋgl] vt. 뽑아내다, 선발하다 (out)

consistent [kənsístənt] a. 일관된 (부사형: consistently 끊임없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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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tling [rǽtliŋ] a. 덜거덕거리는; 활발한; (발이) 빠른, 귀찮은

rear [riər] a. 후방의; n. 뒤, 배후

whisk [hwisk] v. (먼지 등을) 털다, 털어내다; 휙 움직이다

disconcert [dìskənsə́ːrt] vt. …을 당황케 하다; 깨뜨리다, 방해하다, 허를 찌르다

newlywed [nju ́ːliwe ̀d] a. , n. 갓 결혼한 (사람); 신혼 부부

groom [gru(ː)m] n. 신랑; 마부

calamity [kəlǽməti] n. 재난; 참화, 재해; 불행, 비운

deflate [difle ́it] v. 공기[가스]를 빼다; (희망·자신 등을) 꺾다

drape [dreip] vt. 주름을 잡아 예쁘게 덮다, 꾸미다, 우아하게 걸치다

rattle [rǽtl] n. 덜거덕거리는 소리; v. 덜거덕거리며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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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ress [dìːkəmprés] vt. , vi.…의 압력을 줄이다[이 줄다]; 긴장이 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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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aneous [i ̀nstəntéiniəs] a. 즉시의, 순간의;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crunch [krʌntʃ] n. (의성어)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 v. 우두둑 깨물다[부수다]

obsess [əbse ́s] vt. (귀신·망상이) 사로잡다, 붙다, 괴롭히다

negligee [négliʒèi] n. 실내복; 화장복

upbringing [ʌ́pbrìŋiŋ] n. (유년기의) 양육, 교육, 가정교육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dent [dent] vt. 움푹 들어가게 하다, 손상시키다

gash [gæʃ] n. 깊은 상처; (지면의) 갈라진 틈

wheelbarrow [hwíːlbæ̀rou] n. 외바퀴 손수레(일륜차); vt. 외바퀴 손수레로 운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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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usely [prəfjúːsli] ad. 아낌없이; 풍부하게

stethoscope [stéɵəskòup] n. 청진기

placenta [pləséntə] n. 태반

uterine [júːtəràin] a. 자궁의, 자궁 안에 생기는

placenta abrupta n. [의학] 태반 조기 박리

fetus [fíːtəs] n. 태아

viability [váiəbiləti] n. 생존 능력, 생활력; 실행 가능성

aggressive [əgre ́siv] a. 침략(공격)적인, 호전적인; 적극적인, 진취적인

ultrasound [ʌ́ltrəsàund] n. 초음파

thriving [ɵráiviŋ] a. 번영하는, 번화한, 점점 커가는

seniority [siːnjɔ́ːrəti] n. 손위임, 연상; 선배, 선임, 고참

riff [rif] vt. 해고하다, 그만두게 하다; 격하하다

anesthesiologist n. 마취과 의사

wail [weil] vi. 울부짖다, (사이렌) 울리다; n. 통곡

preemy [príːmi] n. 조산아, 미숙아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pissed off 진저리난, 짜증난

neonatal [nìːounéitl] a. 신생아(기(期))의

simultaneously [sàim-əlte ́iniəsli] ad. 동시에; 일제히

dissonant [dísənənt] a. 귀에 거슬리는; 부조화의, 동조하지 않는

bassinette [bæ̀sənét] n. 바시넷 (유아용의 휴대식 욕조; 상표명)

lapel [ləpél] n. (양복의) 접은 옷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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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하수(시설); v. ~에서 배수하다. ~에서 배출하다; 빠져나

가다, 다 써버리다

ward [wɔːrd] n. 구, 병동; 보호, 감독

hysterical [histe ́rikəl] a. 히스테리(성)의; 병적으로 흥분한, 이성을 잃은

ordeal [ɔːrdíːəl] n. 호된 시련, 고된 체험

saddle [sǽdl] n. (말, 자전거 따위의) 안장; v. 안장을 놓다, ~에게 짊어지우다

20 

clutch [klʌtʃ] vt. 꽉 잡다, 붙들다

flourish [flə́ː(ʌ́)riʃ] n. 화려한(과장된) 몸짓; vi. 번영하다, 번창하다

citation [saitéiʃən] n. 인증, 인용, 인용문, 언급, 열거

infantry [ínfəntri] n. 보병, 보병대

artillery [ɑːrtíləri] n. 포, 대포, 포병과, 포병(대)

commence [kəméns] v. 시작하다, 개시하다, 착수하다

vicinity [visínəti] n. 가까움, 근접; 가까운 곳, 부근

evacuate [ivǽkjue ̀it] v. (장소·집 등을) 비우다, 피난시키다; (군대를) 철수시키다; (위장을) 비우

다, 배출하다

valor [vǽləər] n. 용기, 용맹

humility [hjuːmíləti] n. 겸손, 겸양, 비하(卑下)

21 

infection [infékʃən] n. 전염, 감염

prognosis [prɑgnóusis] n. 예지, 예측

clutter [klʌ́tər] v. 어수선하게 하다, 혼란케 하다; n. 난장판, 어지러움, 혼란, 소란

khakis [kǽki] a. 카키색의, 황갈색의; n.카키색(의 옷감)

preoccupy [priɑ́kjupai] vt. 먼저 점유하다, 마음을 빼앗다, 선취하다

celebration [sèləbréiʃən] n. 축하, 축전

apprentice [əpréntis] n. 도제(徒弟), 수습생; 초심자

meticulously [mətíkjələsli] ad. 너무 세심하게, 지나치게 소심하여.

haphazardly [hǽphæ̀zərdli] ad. 우연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vent [vent]
n. (공기·액체 따위를 뺐다 넣었다 하는) 구멍, 새는 구멍; v. (감정 등에) 

배출구를 주다; (감정 등을) 터뜨리다, 발산하다

courting [kɔ́ːrtiŋ] a. 연애중인, 결혼할 것 같은

solace [sɑ́ləs] n. 위안, 위로, 기분전환

resolution [rèzəlúːʃ-ən] n. 결심, 결의

22 

registration [rèdʒəstréiʃ-ən] n. 기입, 등록; 기명; 등록 사항

squint [skwint] v.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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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at a. 노골적인, 뻔뻔스러운, 몰염치한

possess [pəzés] vt.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surgical [sə́ːrdʒikəl] a. 외과의, 외과적인, 외과 의사의

brazen [bréizən] a. 놋쇠로 만든; 철면피한, 뻔뻔스러운

trot [trɔt] v. 속보로 걷다, 빨리 걷다; 총총걸음 치다

Ⅳ. Enabling The Dream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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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le [ail] n. 통로, 복도

chirp [tʃəːrp] n. (새·벌레의 울음소리) 찍찍, 짹짹; v. 찍찍 울다

tedious [ti ́ːdiəs] a. 지루한, 싫증나는

finite [fáinait] a. 한정된, 유한의

fixation [fikse ́iʃən] n. 고착, 고정

rail [reil] vt. 난간[가로장]으로 사이를 막다; n. 가로대, 난간, 레일

explicitly [iksplísitli] ad. 명백[명쾌]히

irrelevant [iréləvənt] a. 관계없는, 부적절한

banister [bǽnəstər] n. 계단의 난간

naïve [nɑːíːv] a. 순진한, 때 묻지 않은, 소박한; 고지식한

lodge [lɑdʒ] n. 조그만 집, 별장

compulsive [kəmpʌ́lsiv] a. 강제적인, 강박적인 (compulsive ad. 강박적으로)

dispatch [dispǽtʃ] vt. (편지·군대 등을) 급송하다, 특파하다; 급히 해치우다, 신속히 처리하

다; n. 급파, 특파, 파견, 급송

reachable a. 닿을 수 있는

directory [dire ́ktəri] n. 주소 성명록, 전화번호부

convince [kənvíns] vt.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tongue-in-cheek [tʌ́ŋintʃìːk] a. 놀림조의, 성실치 못한

24 

cliche [kli(ː)ʃéi] n. 진부한 표현[사상, 행동], 상투적인 문구

exert [igzə́ːrt] vt. (힘·지력 따위를) 발휘하다, 쓰다

resort [rizɔ́ːt] n. 유흥지, 행락지

flattery [flǽtəri] n. 아첨, 치렛말, 빌붙음

collaborative [kəlǽbəre ̀itiv] a. 협력적인, 합작의, 공동 제작의

pragmatic [prægmǽtik] a. 분주한, 활동적인; 실제적인; 오지랖 넓은, 독단적인, 완고

statistically [stətístikəli] ad. 통계적으로

valid [vǽlid] a. 근거가 확실한, 정확한, 정당한; 유효한, 효과적인

notch [nɔtʃ] n. ① (V자 모양의) 새김눈, 칼자국 ② 단(段), 단계, 급(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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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ile [kwɔ́ːrtai] n. 4분위 수; a. 4분위수의 

obnoxious [əbnɑ́kʃəs] a. 밉살스러운, 불쾌한, 싫은

unfazed [ʌnfe ́izd] a. 동하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기가 꺾기지 않는

jerk [dʒəːrk] vt. 갑자기 움직이다; n. 갑자기 잡아당김; 바보

25 

visceral [vísərəl] a. 내장의, 본능적인; 속악한, 노골적인

tenure [ténjuəːr] n. 보유; 보유권(기간, 조건); 재직기간, 임기; 종신 재직권.

gracious [gre ́iʃəs] a. 상냥한, 정중한

wary [wɛ́-əri] a. 경계하는, 주의 깊은, 신중한

appreciative [əpríːʃətiv] a. 감식력의 있는, 감상할 줄 아는, 눈이 높은; 감사의, 감사하고 있는

26 

peg [peg] n. 나무 못, 쐐기, 걸이 못

immersive a. 몰입적인 (immerse + sive 형용사용 접미사)

sculptor [skʌ́lptəːr] n. 조각가, 조각사

geek [giːk] n. 괴짜, 기인

decree [dikri ́ː] n. 명령, 포고; v. 명령하다, 포고하다

zillion [zíljən] n. , a.(몇 조억이라는) 엄청난 수(의)

stupefy [stjúːpəfài] vt. 마취시키다; 지각을 잃게 하다; 망연케 하다.

disservice [dissə́ːrvis] n. 손해, 폐; 불친절한 행위; 학대, 구박.

snowball [snóubɔ̀ːl] vt. , vi.…에 눈뭉치[덩이]를 던지다, 눈싸움하다; 눈덩이처럼 커지다

auditorium [ɔ̀ːditɔ́ːriəm] n. 강당, 청중석

pep rally 0 n. 궐기 대회, (기세를 올리기 위한) 단합 집회

explicit [iksplísit] a. 뚜렷한, 명백한; 노골적인, 숨김없는

divergent [divə́ːrdʒənt] a. 분기하는; 서로 다른; 규준에서 벗어난

satellite [sǽtilait] n. 위성, 인공위성; a. 위성의, 위성과 같은

27 

chutzpah [hútspə] n. 뻔뻔스러움, 후안무치

scalable [skéiləbl] a. (산 따위에) 오를 수 있는;  (저울로) 달 수 있는.

iteration [ítərèiʃən] n. 되풀이, 반복

dissertation [dìsərtéiʃən] n. 논설; 학위 논문, 연구 보고

Ⅴ. It's About How To Live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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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ved [piːvd] a. 안달하는, 역정 내는; 투정부리는, 까다로운, 언짢은

trigger [trígəːr] n. (총의) 방아쇠; 계기,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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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esy [kə́ːrtisi] n. 예의바름, 공손함; 호의, 우대

29 

earnest [ə́ːrnist] a. 진지한, 열심인 (부사형: earnestly 진지하게, 진정으로)

hip [hip] n. 엉덩이; a. (속어) 세련된, 최신 유행의

superficial [suː(sjuː)pərfi ́ʃəl] a. 표면상의, 피상적인

masquerade [mæ̀skəréid] vi. 가장무도회에 참가하다[를 열다]; …로 가장하다, 변장하다; …인 척하다

30 

Randolph [rǽndɑlf] n. 랜돌프(남자 이름)

abhor [æbhɔ́ːr] vt.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거부하다, 멸시하다

supersede [sùːpəərsíːd] vt. …에 대신하다, …의 지위를 빼앗다; 경질하다, 면직시키다; 폐지시키다

scrawl [skrɔːl] vt. 휘갈겨 쓰다, 낙서하다

compromise [kɑ́(ɔ́)mprəmaiz] n. 타협, 화해, 양보; v. 화해하다, 양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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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reprimand [réprəmæ̀nd] vt. 견책[징계]하다; 호되게 꾸짖다

inducement [indjúːsmənt] n. 유인, 유도, 권유, 장려; 동기, 자극

crack [kræk] v. 금이 가다, 부수다; 농담을 하다

32 

cellar [sélər] n. 지하실, 땅광, 움

topple [tɑ́p-əl] vi. 넘어지다, 쓰러지다

quadriplegic [kwɑ̀drəplíːdʒik] a. 사지마비의

fiancee [fiɑ́ːnsei] n. 약혼녀

shiver [ʃívəːr] v. (추위·공포로) 후들후들 떨다

33 

symptom [símptəm] n. 징후, 조짐

revelation [rèvəléiʃ-ən] n. 폭로, 적발; 누설, 발각

34 

tactfully [tǽktfəl] a. 재치 있는, 약삭빠른; 솜씨 좋은, 세련된, 적절한

35 

impulse [óuvərpæs] n. 충동, 추진(력); a. 충동적인

obsession [əbséʃən] n. …을 사로잡음; 강박관념, 망상

semester [siméstər] n. 한 학기, 반 학년

beneath [biníːɵ] prep. …의 아래[밑]에, …보다 낮게; …할 가치가 없는

rudimentary [ruːdəméntəri] a. 기본의; 초보의; 미발달의, 원시적인



<롱테일북스>와 함께하는 영어 원서별 단어장

irritation [ìrətéiʃən] n. 속 타게 함; 초조, 노여움 ; 자극, 흥분, 염증

insult [insʌ́lt] n. 모욕; vt. 모욕하다

maturity [mətjú-ərəti] n. 성숙, 숙성; 원숙, 완성; (의학)화농.

38 

chestnut [tʃésnʌ̀t] n. 밤, 밤나무

prom  [prɔm] n. (대학·고교 따위의) 무도회, 댄스파티

algorithm [ǽlgərìðəm] n. 알고리듬, 연산(演算)

39 

glorious [glɔ́ːriəs] a. 찬란한, 훌륭한, 영광스러운

predator [prédətər] n. 약탈자; 육식 동물

connotation [kɑ̀noute ́iʃən] n. 함축

pitfall [pítfɔ̀ːl] n. 함정; 생각지 않은 위험, 유혹

40 

sledgehammer [slédʒhæ̀məːr] n. 쇠망치[해머]; vt.,vi. (…에게) 철퇴를 가하다; a. 강력한; 가차 없는

bewilder [biwíldər] vt. 당황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stunt [stʌnt]
① vt. (식물·지능 등의) 발육을 방해하다, (증가·진보를) 저해하다;

② 묘기, 곡예

plaque [plæk ] n. (금속·도자기 따위의) 장식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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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l [ikspél] vt. 쫓아내다, 물리치다

invoke [invo ́uk] vt. 기원하다, 빌다; 호소하다

expulsion [ikspʌ́lʃən] n. 추방; 배제; 제명, 제적

testify [te ́stəfài] v.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언하다

vouch [vautʃ] v. 보증하다, 증인이 되다, 단언하다, 입증하다

screw up phrasal v. 망치다, 결딴내다

entrust [entrʌ́st] vt. 맡기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44 

precedent [pre ́sədənt] n. 선례, 전례, 관례; [법률] 판례

butt [bʌt] n. 굵은 쪽 끝, 밑동; 엉덩이

tangible [tǽndʒəb-əl] a. 만져서 알 수 있는, 실체적인, 확실한, 명백한, 현실의

45 

nag [næg]
v. 잔소리하여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cf. nagging a.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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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ify [mɔ́ːrtəfài] vt. 굴욕을 느끼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embarrassed [imbǽrəst] a. 어리둥절한, 당혹한, 창피한, 무안한, 난처한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knapsack [nǽpsæ̀k] n. 배낭, 륙색

contingency [kəntíndʒənsi] n. 우연(성), 우발(성), 가능성; 뜻하지 않은 사고

47 

halfhearted [- ́hɑ́ːrtid] a.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할 마음이[열의가] 없는, 냉담한

insincere [ìnsinsíər] a. 불성실한, 성의가 없는, 언행 불일치의, 위선적인

antibiotic [æ̀ntibaiɑ́tik] a. 항생(작용)의; 항생 물질의; n. 항생물질

belittle [bilítl] vt. 축소하다; 작게 보이다; 얕잡다, 하찮게 보다

slave [sleiv] n. 노예; ~에 빠진[사로잡힌] 사람; 헌신하는 사람

49 

nuance [njúːɑːns]
vt. …에 미묘한 차이를 덧붙이다, 뉘앙스를 띠게 하다; n. 색조, 미묘한 차

이, 뉘앙스

whiff [hwif] n. 한 번 불기; 확 풍기는 향기; 한 모금, 궐련

potency [po ́utnsi] n. 효능, 효과, 영향력

50 

roam [roum] vi. 거닐다, 배회하다

pool [puːl] vt. 공동 부담하다, 함께하다; vi. 모이다

giddy [gídi] a. 현기증 나는, 아찔한

institution [institjúːʃən] n. 협회, 학회; 제도, 관례

integral [íntigrəl] a. 완전한, 완전체의; 필수의; 구성 요소로서의

souvenir [sùːvəníəːr] n. 기념품

squirm [skwəːrm] vi. (벌레처럼) 꿈틀거리다, 움직거리다,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51 

entitlement [entáitlmənt]
n. something that you have right to do or have, or when you have 

the right to do or have something

britches [brítʃiz] n. (반)바지

hoe [hou] v. 괭이로 파다(갈다, 제초하다); n. 괭이

imply [implái] vt. 함축하다, 암시하다; 의미하다

ditch-digger n. 수로(도랑, 배수구)를 파는 사람 

coast [koust]

n. 연안, 해안; v. 타성으로 나아가다(썰매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고 내려가다); 힘들이지 않고 해치우다, 명성 덕분에 쉽사리 

성공하다

52 

credential [kridénʃəl] n. 자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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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ky [wɔ́ŋki] a. 흔들흔들하는, 불안정한; 순조롭지 않은; 미덥지 못한; 하찮은, 지루한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아찔한

disoriented [disɔ́ːriəntid] a. 혼란에 빠진; 방향 감각을 잃은

nauseate [nɔ́ːzie ̀it] vi. , vt. 욕지기나(게 하)다, 메스껍게 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cred n. (=credit) 신용, 신뢰

agonizing [ǽgənàiziŋ] a. 고뇌하게 하는, 괴로워하는

lackluster [lǽklʌ̀stəːr] a. 빛이[윤기가] 없는, 열기가 없는, 거슴츠레한, 흐리멍텅한; 활기 없는

criteria [kraitíəriə] n. 표준, 기준 (criterion의 복수형)

visage [vízidʒ] n. 얼굴, 얼굴 모습, 용모; 양상, 모양

thaw [ɵɔː]
vi. 녹다; 누그러지다, 풀리다(out);

vt. 녹이다, 따뜻하게 하다; n. 해동

surmount [sərmáunt] vt. 오르다, 타고 넘다, 극복하다

grovel [grɑ́vəl] vi. 기다; 넙죽 엎드리다, 굴복하다

54 

communitarian[kəmjùːnətɛ́əriən] n., a. 공산 사회[단체]의 (일원)

critique [kritíːk] n. 비평, 비판, 평론; vt. 비평하다

balk [bɔːk] vt.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n. 장애, 방해물

jury [dʒúəri] n. 배심, 심사원; vt. 심사하다

trial [tráiəl] n. 공판, 재판; 시도, 시험; 시련, 고난

umpire [ʌ́mpaiər] n. 심판(자), 중재자, 판정자

flail [fleil] v. 도리깨질하다, 휘두르다

55 

nose-cone (로켓 등의) 원추형의 머리 부분

flabbergast [flǽbərgæ̀st] vt. 깜짝 놀라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regard [rigɑ́ːrd] vt. 간주하다, …으로 여기다; n. 주목, 주의, (pl.)안부

seminal [se ́mənl] a. 정액의, 생식의, 발생의; 중요한, 생산적인

56 

debate [dibéit] v. 토론하다, 논쟁하다; n. 논쟁, 토론

invincible [invínsəbəl] a.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reminisce [rèmənís] v. 추억하다, 추억에 잠기다

tombstone [túːmstòun] n. 묘석, 묘비

57 

vasectomy [væse ́ktəmi] n. 정관 절제(수술)

poster boy n. 대표적인 사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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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y [búːi]
n. 부이, 부표, 찌; v. 띄우다, 띄워 두다; 지속케 하다, 지탱하다, 기운을 

북돋우다

touchstone [tʌ́tʃstòun] n. 시금석; 표준, 기준; 시험

idiosyncratic [i ̀diəsiŋkrǽtik] a. 특질의, 특이질의; 특유한, 색다른; 특이 체질의

periodic [pìəriɑ́dik] a. 주기적인, 정기의; 간헐적인, 이따금의

Ⅵ. Final Remarks 

59 

symptomatic [sìmptəmǽtik], a. 징후인, 전조가 되는; …을 나타내는

chew [tʃuː] v. 씹다; 깨물어 부수다

fuzzy [fʌ́zi] a. 흐릿한, 불분명한, 보풀로 덮힌

puddle [pʌ́dl] n. 웅덩이; 진흙과 모래를 섞어 이긴 흙; 뒤범벅, 뒤죽박죽

insistence [insi ́stəns] n. 주장, 강조, 고집; 강요

keepsake [kíːpsèik] n. 유품, 기념품

consoling [kənsóuliŋ] a. 위안이 되는

empathetic [èmpəɵétik] a. 감정 이입의, 공감 할 수 있는 (=empathic)

trait [treit(trei)] n. 특성, 특색

forceps [fɔ́ːrsəps] n. 핀셋, 족집게

clydesdale [kláidzdèil] n. 힘센 짐마차용 말; 매력적인 남자

gregarious [grigɛ́əriəs] a. 사교적인, 교제를 좋아하는; 집단의

fraternity [frətə́ːrnəti] n. 형제임, 형제의 사이[정]; 동포애, 우애; 우애[종교] 단체

dainty [déinti] a. 섬약한, 가냘픈; 까다로운, (음식을) 가리는; n. 맛있는 것, 진미

rumble [rʌ́mb-əl] n. 우르르 울리는 소리; v. 우르르 울리다

disruptive [disrʌ́ptiv] a.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파열로 생긴

wreck [rek] v. 파괴하다, 부수다, 난파시키다; n.난파 , 파선, 조난

shove [ʃʌv] v. (난폭하게) 밀다, 떠밀다

60 

caregiver n. (병자·불구자·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adulation [ǽdʒəle ̀it] vt. …에게 아첨하다

bashful [bǽʃfəl] a.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숫기 없는

proverbial [prəvə́ːrbiəl] a. 속담의; 속담 투의; 속담에 있는; 소문난, 이름난

compensate [kɑ́(ɔ́)mpenseit] v. 보상하다, 배상하다, 갚다

amortize [ǽmərtàiz] vt. 상환하다;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다

61 

choke up 
phrasal v.  …을 질식시키다; …을 말라죽게 하다; 감정이 격해 말이 나오지 않

다



<롱테일북스>와 함께하는 영어 원서별 단어장

indulgent [indʌ́ldʒənt] a. 멋대로 하게 하는, 어하는, 눈감아 주는, 관대한

distillation [dìstəléiʃən] n. 증류(법); 추출된 것, 증류물

summation [sʌméiʃən] n. 덧셈, 가법, 합계; 요약; [의학] (자극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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