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Life Lessons 영어 원서 단어장 

 Life Lessons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전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에 관한 기록!

-타임이 선정한 ‘20c 100대 사상가’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마지막 저서!

- 조금 어렵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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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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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 Authenticity 

authenticity [ɔ̀ːɵentísəti] n. 확실성, 신빙성; 출처가 분명함, 진정함

hurl [həːrl] vt. 세게 내던지다; vi. 집어던지다, 돌진하다

clench [klentʃ] vt. (이를) 악물다, (손을) 꽉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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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vitably [inévitəbli] ad. 불가피 하게, 필연적으로; 부득이, 반드시

brink [briŋk] n. (벼랑의) 가장자리; 물가, 직전

on the brink of 금방 …할 것 같은, …하기 직전에

chip [tʃip] vt. 잘게 썰다, 잘라내다

cynic [sínik] n. 냉소하는 사람, 비꼬는 사람; a. 비꼬는

ailing [éiliŋ] a. 병든, 앓고 있는

lucrative [lúːkrətiv] a. 유리한, 수지맞는, 돈이 되는

triplet [tríplit] n. (pl.) 세쌍둥이, 셋으로 된 한 벌; [운율] 삼행 연구, [음악] 셋잇단음표

phony [fóuni]
a. (구어) 가짜의, 엉터리의; n. 가짜, 위조품, 사기꾼;

vt. 위조하다, 속이다, 날조하다

baloney [bəlóuni] n. (미국속어) 실없는 소리, 허튼 수작

knack [næk] n. 숙련된 기술; 교묘한 솜씨

sniff [snif] vi.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코를 훌쩍이다; 콧방귀 뀌다

externalize [ekstə́ːrnəlàiz] vt. 외면화하다, 구체화(객관화)하다

facade [fəsɑ́ːd] n. (건물의) 정면(front); (사물의) 겉, 외관 

pendulum [pe ́ndʒələm] n. (시계 따위의) 진자, 흔들리는 추

grump [grʌmp] n. 불평만 하는 사람; vi. 불평하다, 툴툴거리다

grieve [griːv] vt. 슬프게 하다, 비탄에 젖게 하다; vi. 몹시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apparent [əpǽrənt] a. 또렷한, 명백한, 외관상의

martyr [mɑ́ːrtəːr] n. 순교자, 순난자, 희생자; (병 따위에) 늘 고통 받는 사람

mourn [mɔːrn] v. 슬퍼하다, 한탄하다

artery [ɑ́ːrtəri] n.  [해부] 동맥. [opp.] vein

cling [kliŋ] vi. 달라붙다, 매달리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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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entic [ɔːɵéntik] a.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진정한, 진짜의; [법] 인증된

psychiatrist [saikáiətrist] n. 정신병 의사

Chapter 2 - Love 



                                                             

intricate [íntrikit] a. 뒤얽힌, 복잡한

grandness [grǽndnis] n. 웅장, 장려함

elusive [ilúːsiv] a. (뜻·성격이) 파악하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교묘히 피하는, 잡히지 않는

withhold [wiƟ(ð)hóuld] vt. 보류하다, 억제하다

sneak [sniːk] vi.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몰래 내빼다

humiliate [hjuːmi ́lieit] vt. 창피를 주다, 모욕하다

refrain [rifre ́in] vt. …을 그만두다, 삼가다; n. (노래의) 후렴

hillbilly [hílbìli]
n. (구어, 종종 경멸) (특히 미국 남부의) 산지 주민, 시골 사람; 

(=hillbilly music) 민요조의 음악

masturbate [mǽstəːrbe ̀it] v. 수음을 하다, 자위행위를 하다

absorption [æbsɔ́ːrpʃən] n. 흡수; 병합, 동화; 열중, 전념

egotism [íːgoutìzəm] n. 자기중심주의, 자기 중심벽, 이기주의; 자부, 자만

uplift [ʌplíft] vt. 들어 올리다, 높이 올리다; …의 정신을 앙양하다, 의기를 드높이다; 

n. 들어 올림, 향상

receptionist [risépʃənist] n. (호텔·회사 등의) 접수원, 응접원

lump [lʌmp] n. 덩어리, 한 조각; [구어] 땅딸보; 멍청이, 바보

biopsy [báiɑpsi] vt. …에 생체 검사를 실시하다

cancerous [kǽnsərəs] a. 암의, 암에 걸린; 불치의

genuine [dʒénjuin] a. 진짜의; 순종의, 순수한

erect [ire ́kt] a. 똑바로 선, 직립의; vt. 직립시키다, 곤두세우다

prostate [prɑ́steit] n., a. [해부] 전립선(의)

gauge [geidʒ] n. 계량 기준, 규격; 표준 치수, 척도; vt. 측정하다, 재다, 평가하다

paramedic [pæ̀rəmédik] n. 진료 보조원, 구급 대원

stoic [stóuik] a. 스토아학파의; 냉정한, 극기의, 금욕의; n.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

inconsolable [ìnkənsóuləbəl] a.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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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 [kənsóul] vt. 위로하다, 위문하다

snoop [snuːp] vi.(구어) 기웃거리며 다니다, 배회하다; 꼬치꼬치 캐묻다

pneumonia [njumo ́unjə] n. [의학] 폐렴

evacuate [ivǽkjuèit]
v. (장소·집 등을) 비우다, 피난시키다; (군대를) 철수시키다; (위장을) 비

우다, 배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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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e [diváin] a. 신의, 신성한; 신묘한, 비범한

Chapter 3 - Relationships

antacid [æntǽsid] a. 산을 중화하는; n. 제산제



                                                             

recurrence [rikə́ːrəns] n. 다시 일어남, 재현, 재발; 회상, 추억

gratification [græ̀təfikéiʃən] n. 만족시킴, 희열, 욕구 충족, 만족감

companionship [kəmpǽnjənʃìp] n. 동무 사귀기, 교우 관계, 교제

leukemia [luːkíːmiə] n. [의학] 백혈병

courtship [kɔ́ːrtʃìp] n. 구애, 구혼

marrow [mǽrou] n. [해부] 뼈골, 골수; 정수(精髓), 알짜, 정화

eligible [élidʒəbəl] a. 적격의, 적임의; [법] 자격이 있는

smother [smʌ́ðəːr] v. 숨 막히게 하다,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n. 연기 나는 것, 혼란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끌다, 끌어당기다; 운반하다, 끌어내다; n. 견인, 운반, 수송

tumultuous [tjuːmʌ́ltʃuəs] a. 떠들썩한, 소란스러운; 사나운, 거친

intimacy [íntəməsi] n. 친밀함, 친교, 절친함

dominate [dɑ́(ɔ́)mineit] v. 지배하다, 통치하다, 우세하다

passive [pǽsiv] a. 수동의, 수동적인; 활동적이 아닌, 활기 없는; 무저항의, 순순히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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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bler [tʌ́mbləːr]
① n. 넘어지는 사람, (공중제비 하는) 곡예사; 오뚝이

② (밑이 편편하고 굽이나 손잡이가 없는) 큰 컵, 텀블러

baloney [bəlóuni] n. (속어) 실없는 소리, 허튼 소리

reciprocal [risíprək-əl] a. 상호간의(mutual), 호혜적인

disturbing [distə́ːrbiŋ] a. 불안하게 하는, 교란시키는, 불온한

entanglement [entǽŋglmənt] n. 얽히게 함, 얽힘

entangle [entǽŋgl] vt. 엉클어지게 하다,  뒤얽히게 하다; 분규를 일으키게 하다, 혼란시키다

manipulation [mənìpjəle ́iʃən] n. 교묘히 다루기, 조종; 시장 조작, 속임수

topography [toupɑ́grəfi] n. 지형학, 지형도 제작술

preconceive [prìːkənsíːv] vt. 미리 생각하다, 예상하다, …에 선입관을 갖다

transcend [trænsénd] 
v. (경험·이해력 등의 범위·한계를) 넘다, (우주·물질적 존재 따위를) 

초월하다, 능가하다, ~보다 낫다

Chapter 4 - Loss 

womb [wuːm] n. [해부학] 자궁(uterus)

crib [krib] n. 유아용 침대; 구유, 여물통; 곳간, 헛간, (곡식·소금 따위의) 저장소

abdominal [æbdɑ́mənəl] a. 배의, 복부의

gastrointestinal [gæ̀strouintéstənəl] a. 위장(胃腸)의; 위장 내의

tumor [tjúːməːr] n. 종기, 종양

obstruct [əbstrʌ́kt] vt. (길 따위를) 막다, 차단하다; vi. 방해하다

intestine [intéstin] n. (보통 pl.) 창자, 장; a. 내부의, 국내의



                                                             

malignant [məlígnənt] a. 악의(적의)가 있는; 해로운, 악성의

benign [bináin] a. 자비로운, 인자한, 친절한

ascend [əse ́nd] v. 올라가다, 오르다

commode [kəmo ́ud] n. (서랍·선반이 있는) 낮은 장; 찬장; 세면대

piddle [pídl] vi. (고어) 보잘것없는 일을 하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다; (구어·소아

어) 오줌 누다, 쉬하다

disrespect [dìsrispe ́kt] n. 불경, 실례, 무례; vt. 경시(경멸)하다

compassionate [kəmpǽʃənit] a. 인정 많은,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excruciate [ikskrúːʃie ̀it] vt. 몹시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

limbo [límbou] n. 지옥의 변방, 교도소, 구치소; 망각의 구렁, 잊혀진 것이 도달하는 곳

indeterminate [ìnditə́ːrmənit] a. 불확실한, 불확정한, 막연한

vacuum [vǽkjuəm] n. 진공 a. 진공의

epidemic [epidémik] n. 유행병, 전염병 a. 유행성의, 유행하고 있는

disturb [distə́ːrb] vt. 방해하다, 저해하다, 어지럽히다

mingle [míŋgl] vt. 섞다, 혼합하다; vi. 섞이다, 혼합되다; 사귀다, 교제하다

montage [mɑntɑ́ːʒ] n. 합성 사진, 몽타주

tyrant [tái-ərənt] n. 폭군, 압제자

negate [nigéit] vt. 부정(부인)하다;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

reintegration [ri ̀ntəgre ́iʃən] n. 복구, 복원, 재건; 재통합

archetypal [ɑ́ːrkitàipəl] a. 전형적인, 원형의

maternity [mətə́ːrnəti] n. 어머니임, 모성(motherhood); a. 임산부를 위한

Chapter 5 - Power 

curb [kəːrb]
n. 재갈, 고삐; 구속, 속박; (인도와 차도 사이의) 연석, 차도에서 인도가 

될 때 약간 높아지는 턱

derive [diráiv] vt. 끌어내다, 도출하다; vi. 유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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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orious [noutɔ́ːriəs] a. 소문난, 악명이 높은

cheapskate [ʧíːpskèit] n. (구어) 구두쇠, 노랑이

stall [stɔːl]
n. 마구간, 외양간의 한 칸; 매점, 노점, 진열대; vt. 마구간에 넣다; 오도

가도 못 하게 하다

nun [nʌn] n. 수녀

providence [prɑ́vədəns] n. 섭리, 신의 뜻; 하느님(God), 천주, 신

delude [dilu ́ːd] vt. 속이다, 착각하게 하다, 현혹하다, 속이어 …시키다

swerve [swəːrv] v. 벗어나다, 빗나가다; n. 벗어남, 빗나감



                                                             

mammogram [mǽməgræ̀m] n. [의학] 유방 엑스선 사진

gratitude [grǽtitjuːd] n. 감사, 보은의 마음

abundance [əbʌ́ndəns] n. 풍부, 많음; 부유

Chapter 6 - Guilt 

ecstatic [ekstǽtik] a. 완전히 마음이 팔린, 열중한; 무아경의, 황홀한

carport [kɑ́ːrpɔ̀ːrt] n. (지붕만 있는) 간이 차고

haunted [hɔ́ːntid] a. 귀신(유령)이 나오는(출몰하는), 귀신이 붙은

lament [ləme ́nt] n. 비탄, 애도; v. 한탄하다, 슬퍼하다

catastrophic [kǽtəstráfik] a. 대이변의, 파국의, 큰 재해의

prostitute [prɑ́stətjùːt] n. 창녀, 매춘부; vt. 매음시키다, (몸을) 팔다

codependent a.[심리] 종속적 관계가 되는

fertile [fə́ːrti(ai)l] a. 비옥한, 기름진, 다산의

cervical cancer 자궁의 경부에 생기는 암. 자궁경부암

confine [kənfáin] vt. 제한하다, 가두다; n. 경계, 한도

instill [instíl] vt. 스며들게 하다, 서서히 가르쳐 주다

irate [áireit] a. 성난, 노한

estrangement [istréindʒmənt] n. 소원(疎遠), 이간,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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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ant [ǽdəmənt] n. 단단한 돌; a. 단호한, 확고한, 더없이 단단한, 철석같은

medication [me ̀dəke ́iʃ-ən] n. 약물 치료, 투약

Chapter 7 - Time 

casually [kǽʒuəli] ad. 우연히, 별생각 없이, 무심코

continuum [kəntínjuəm] n. 연속(체)

arbitrary [ɑ́ːrbitre ̀ri] a. 임의의, 멋대로의

mourn [mɔːrn] v. 슬퍼하다, 한탄하다

embrace [embré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liberate [líbəre ̀it] vt. 자유롭게 만들다, 해방하다

buoyancy [bɔ́iənsi] n. 부력, 뜨는 성질; (타격을 받고도 곧) 회복하는 힘, 낙천적 기질

vividly [vívidli] ad. 생생하게, 선명하게, 발랄하게

extraneous [ikstréiniəs] a. 외부로부터의, 밖의; (고유한 것이 아니고) 외래의, 이질적인

knob [nɔb] n. 손잡이, 쥐는 곳; 혹, 마디; (깃대 따위의) 둥근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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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mphoma [limfo ́umə] n. [의학] 림프종(腫)

swell [swel] vi. 부풀다, 팽창하다; n. 부풀음, 팽창

eloquent [éləkwənt] a. 웅변의, 능변인, 설득력 있는

frantically [frǽ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innate [inéit] a. (성질 등을) 타고난, 천부의, 선천적인; 고유의, 본질적인

speculate [spékjuleit] vi. 숙고하다, 사색하다, 추측하다; 투기하다

devoted [divo ́utid] a. 헌신적인, 충실한

devotedly ad. 헌신적으로

Joan of Arc 잔 다르크

venerate [vénəre ̀it] vt. 존경하다, 숭배하다, 공경하다

sacred [séikrid] a. 신성한; 신에게 바쳐진

Chapter 8 - Fear 

introvert [i ́ntrəvə̀ːrt] vt. 안으로 향하게 하다, 안으로 구부리다; a. 내향적(내성적)인

subside [səbsáid] vi. 가라앉다, 진정되다; 빠지다, 감퇴하다

assertive [əsə́ːrtiv] a. 단정적인, 단언적인; 독단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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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stic [drǽstik] a. (치료·변화 등이) 격렬한, 맹렬한; (수단 따위가) 과감한, 철저한

captive [kǽptiv] a. 포로의, 사로잡힌; 매혹된, 마음을 빼앗긴

paralyze [pǽrəlaiz] vt. 마비시키다

acronym [ǽkrənìm] 
n. 두문자어 (몇 개 단어의 머리글자로 된 말. 예를 들어 WAC - 

Women’s Army Corps)

colon cancer n. 결장암

colon [ko ́ulən]
① n. 콜론(:의 기호) ② n. [의학] 결장. (맹장과 직장 사이에 있는 큰창

자, 수분 흡수하는 구실을 함)

catering [ke ́itəriŋ] n. 요식 조달업, 출장 연회업(catering service)

prelude [préljuːd] n. [음악] 전주곡, 서곡; 서막, 전조; vt. …의 전조[조짐]가 되다

foster [fɔ́ː(ɔ́)stər] vt. 기르다, 양육하다; a. 양육하는, 기르는

thrive [Ɵraiv] vi. 번영하다, 무성하다, 잘 자라다

stumble [stʌ́mbl] v.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n. 비틀거림; 실책,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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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idate [kənsɑ́lədèit] vt. 통합하다, 결합하다; 강화하다, 굳건하게 하다

unique [juːníːk] a. 유일한, 독특한

qualified [kwɑ́ləfàid] a. 자격 있는, 적임의, 적격의; 제한된, 조건부의



                                                             

mortuary [mɔ́ːrtʃuèri] n. 시체 임시 안치소, 영안실

infuse [infjúːz] vt. 붓다, 주입하다, 불어넣다

humiliation [hjuːmi ̀lie ́iʃən] n. 창피 줌; 굴욕, 수치, 창피

harness [hɑ́ːrnis] n. 마구, 장치, 장비, 작업 설비

compassion [kəmpǽʃən] n. 측은히 여김, 동정(심), 연민

dissipate [dísəpe ̀it] vt. (안개·구름 따위를) 흩뜨리다; 흩어버리다, 없애다

partygoer [pɑ́ːrtigòuər] n. 파티에 자주 가는 사람

awe [ɔː] n. 경외, 두려움

Chapter 9 - Anger 

dispatcher [dispǽtʃər] n. 발송 담당자, 급파하는 사람; (열차·버스·트럭 등의) 배차원

overcome [ouvərkʌ́m] v. 이겨내다, 극복하다; 압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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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mulate [əkjúːmjuleit] vt. 모으다, 쌓아올리다, 축적하다

evaporate [ivǽpərèit] v. 증발하다; 사라지다, 소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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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fle [stáif-əl] v.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warrant [wɔ́ː(ɔ́)rənt] n. 정당한 이유, 근거, 보증; vt. 정당화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belly [béli] n. 배, 복부

lingering [líŋgəriŋ] a. 질질 끄는, 우물쭈물하는

stubborn [stʌ́bərn] a. 완고한, 고집 센

veneer [vəníər]
n. 합판의 겉 단판 (베이어 합판의 합쳐진 켜의 한 장 한 장을 veneer라

고 함); (비유) 겉모습, 겉치장

villain [vílən] n. 악인, 악한

abandon [əbǽndən] vt. 버리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remind [rimáind] vt.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일깨우다

poignant [pɔ́injənt] a. 매서운, 날카로운, 통렬한

dastardly [dǽstərdli] a. 비겁한, 비열한

dastard [dǽstərd] n. (못된 짓을 하는) 비겁한 자

pillow [pílou] n. 베개, 머리 받침대

incapacitate [ìnkəpǽsətèit] vt. 무능력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법] 자격을 박탈하다

condemned [kənde ́md] a. 비난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형수의

combative [kəmbǽtiv] a. 투쟁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Chapter 10 - Play 



                                                             

bracelet [bréislit] n. 팔찌

cliché  [kli(ː)ʃe ́i] n.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문구

shimmy [ʃími]
n. [미국] 시미(몸을 떨며 추는 재즈 춤의 일종); 심한 진동; vi. 시미 춤

을` 추다; 몹시 흔들리다

watusi [wɑːtu ́ːsi] n. 와투시 족(르완다와 부룬디의 유목민); 와투시 춤

reminisce [rèmənís] v. 추억하다, 추억에 잠기다

rejuvenate [ridʒúːvəne ̀it] v. 다시 젊어 지(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nag [næg] v. 잔소리하여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cf. nagging a.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swat [swɑt/swɔt] v. (파리 따위를) 찰싹 치다; n. 찰싹 때림, 강타

discreet [diskríːt] a. 분별 있는, 생각이 깊은, 신중한

endorphin [endɔ́ːrfin] n. [생화학] 엔도르핀

morphine [mɔ́ːrfiːn] n. [의학] 모르핀

neglect [niglékt]
v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경시하다, 간과하다; 게을리 하다, 소홀히 하다; 

n. 태만, 소홀, 무시, 등한시, 경시

remission [rimíʃ-ən] n. (죄의) 용서, 사면; (아픔·병 등의) 완화, 진정, 누그러짐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vt. 배수하다,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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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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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ration [se ̀ləbre ́iʃən] n. 축하; 축전, 의식

chemotherapy [kèmouɵérəpi] n. 화학요법

Chapter 11 - Patience 

mischievous [místʃivəs] a.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의; 유해한, 화를 미치는

deteriorate [ditíəriərèit]
vt. 나쁘게 하다, 악화시키다, (가치를) 저하시키다;

vi. (질·가치가) 나빠지다, 악화하다

assuage [əswéidʒ] vt. (슬픔·분노·욕망 따위를)  완화하다,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리다

wavy [we ́ivi] a. 파도치는, 물결이 이는, 굽이치는

convent [kɑ́nvənt] n.수도회, 수도원; (특히) 수녀단, 수녀원

dwell [dwel] vi.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affliction [əflíkʃən] n. 고통, 고뇌, 고생; 재해, 불행

Chapter 12 - Surrender 

give up 포기하다, 그만두다

give in 제출하다, 건네주다; 굴복하다, 따르다, 항복하다

equate [ikwe ́it] vt. 동등시하다; 같게 하다, 평균화하다; 같다고 표시하다



                                                             

steer [stiər] v. 키를 잡다, 조종하다, 나아가다

grip [grip] n. 잡음, 붙듦, 움켜쥠; 파악, 터득; 지배력, 통제력; 손잡이

disrupt [disrʌ́pt] vt. 찢어발기다, 째다, 부수다; 붕괴시키다, 분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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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is [dàiəgnóusis] n. 진단, 원인(실태)분석, 식별

fait accompli [fetɑkɔ̃plíː] n. 기정 사실(accomplished fact)

reveal [rivíːl] vt. 드러내다, 보이다, 나타내다

wondrous [wʌ́ndrəs] a. (시·문어) 놀랄만한, 불가사의한

spry [sprai] a. 활발한, 재빠른, 원기 왕성한

submit [səbmít] v. 복종시키다, 굴복하다; 제출하다

shrewd [ʃruːd] a. 예민한, 날카로운; 영리한, 빈틈없는

feminine [fe ́iminin] a. 여자의, 여성의

investigate [inve ́stigeit] v. 조사하다, 연구하다, 심사하다

vinegar [vínigər] n. 식초, 초

dietary [dáiətèri] a. 식사의, 음식의; 식이 요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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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betic [dàiəbétik] a. 당뇨병의; n. 당뇨병 환자

amputate [ǽmpjute ̀it] vt. (손이나 발을) 자르다, (수술로) 절단하다

amputation [æ̀mpjute ́iʃən] n. 절단(수술)

bail [beil]
① n. 보석, 보석금; ② v. (배에 괸 물을) 퍼내다;

③ n. (냄비·주전자 따위의) 반원형의 손잡이, 들손

subtle [sʌ́tl] a. 미묘한, 포착하기 힘든, 희미한

serenity [sire ́nəti] n. 고요함,  맑음, 화창함, 청명

stabilize [ste ́ibəlàiz] vt. 안정시키다, 견고하게 하다

snatch [snætʃ] vt.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Chapter 13 - Forgiveness 

engulf [engʌ́lf] vt. (늪·깊은 속·파도 속으로)  …을 빨아들이다, 삼키다, 들이켜다

strife [straif] n. 투쟁, 다툼

condone [kəndo ́un] vt. 묵과하다, 용서하다, 너그럽게 봐주다

grudge [grʌʤ]
v.  주기를 싫어하다, 인색하게 굴다, 못마땅해 하다; n. 악의, 적의, 원

한, 유감

lash out 격렬하게 덤벼들다, 맹렬히 공격하다

terrain [təréin] n. 지대, 지역; 영역, 범위



                                                             

wrench [rentʃ] vt. (갑자기, 세게) 비틀다, 비틀어 돌리다

inmate [i ́nme ̀it] n. (병원·교도소 따위의) 입원자, 피수용자

condone [kəndo ́un] vt. 용서하다, 너그럽게 봐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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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ne [kənfáin] vt. 제한하다, 가두다; n. 경계, 한도

memento [miméntou] n. 기념물, 유품, 추억거리; 경고(하는 것)

diploma [diplóumə] n. 졸업 증서; 상장, 감사장

thrust [ɵrʌst] vt. 밀다, 밀치다, 떠밀다, 쑤셔 넣다; n. 밀침, 찌름

mitzvah [mítsvɑː] n. [유대교] 계율; 선행, 덕행

Chapter 14 -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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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igue [intri ́ːg] n. 음모, 술책, 밀모; v. 음모를 꾸미다, vt. ~의 흥미를 자아내다

disposition [dìspəzíʃən] n. 배열, 배치; 성질, 기질, 경향

wrinkle [ríŋk-əl] vt. 주름을 잡다, 찌푸리다; n. 주름, 잔주름

elate [iléit] vt. 기운을 돋우다, 의기양양하게 하다

recoil [rikɔ́il] vi. 되튀다, 되돌아오다; 후퇴(패주)하다, 뒷걸음질 치다; n. 되튐,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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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ve [nɑːíːv] a. 천진난만한, 순진한, 때 묻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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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dle [ri ́dl]
① n. 수수께끼; vi. 수수께끼를 내다;

② vt. (곡물 등을) 체질해 거르다; (총탄 따위로) 구멍투성이를 만들다, 

벌집으로 만들다; (질병·해악 등으로) …을 채우다, 좀먹다

unsolicited [ʌ̀nsəlísətid] a. 탄원(청원)받지 않은, 요구받지 않은; 구혼 받지 않은; 불필요한

jerk [dʒəːrk]
vt. 갑자기 움직이다(당기다, 밀치다, 찌르다, 비틀다);

n. 갑자기 잡아당김(밀침, 비틂, 찌름, 던짐)

sober [sóubər]
a.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착실한, 침착한, 냉정한;

v. 술을 깨게 하다, 침착하게 하다

revolve [rivɑ́lv] vi. 회전하다, 선회하다

toll [toul] ① n. 사용세, 요금; 대가, 희생; 희생자; ② (종을) 울리다, 치다

conducive [kəndjúːsiv] a. 도움이 되는, 이바지하는, 공헌하는

zing [ziŋ] vt. (미 속어) 통렬히 비난하다, 급소를 찌르다

stray [strei]
vi.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옳은 길에서) 빗나가다, 나쁜 길에 빠지다; 

a. 길 잃은, 헤매는, 벗어난

epitome [ipítəmi] n. 개략, 대요, 요약, 초록



                                                             

Final Lesson 

plastic surgery 성형외과, 성형 수술

floor [flɔːr]
n. 마루, 마루방; 지면, 노면, 층;

vt. …에 (마룻)바닥을 깔다; 당황시키다, 골탕 먹이다, 궁지에 빠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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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ving [kɑ́ːrviŋ] n. 조각(술), 조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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