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Secret 영어 원서 단어장 

 The Secret
-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위대한 비밀’의 단편들의 총 집합!

-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잭 캔필드를 비롯한  24명의 대가들이

   그 비밀을 전합니다!

- 어렵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secret DVD를 보는 것도 원서 읽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DVD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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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word

collapse [kəlǽps] vi. 무너지다, 붕괴하다; n. 붕괴, 와해

exhaustion [igzɔ́ːstʃən] n. 다 써버림, 소모, 고갈

turmoil [tə́ːrmɔil] n. 소란, 소동, 혼란

glimpse [glimps] n. 흘끗 봄; v. 흘끗 보(이)다, 얼핏 보(이)다

incredulous [inkrédʒələs] a.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 많은, 회의적인

diversion [divə́ːrʒən] n. 딴 데로 돌림, 전환

practitioner [præktíʃənər] n. 개업자, 개업의사, 개업 변호사, 업에 종사하는 사람

imperative [impérətiv] a. 명령적인, 강제적인; 절박한, 긴급한

magnetize [mǽgnətàiz] vt. 자력을 띠게 하다, 자기화하다

congregation [kɑ̀ŋgrigéiʃən] n. 모이기, 모임; (종교적인) 집회

magnificence [mægnífəsns] n. 장대, 장엄(한 아름다움), 장려, 훌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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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ent [mægni ́fisənt] a. 웅대한, 장엄한

illuminate [ilúːmənèit]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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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opractor [kàirəprǽktər] n. (척추) 지압 (요법)사

treadmill [tre ́dmìl] n. 밟아 돌리는 바퀴(감옥에서 죄수에게 징벌로 밟게 한); 쳇바퀴, 단조롭

고 고된 일

attraction [ətrǽkʃən] n. (사람을) 끄는 힘, 매력, 유혹; 끌어당김, 흡인

depict [dipíkt] vt. (그림·조각으로) 그리다; (말로)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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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allible [infǽləbəl] a. 결코 잘못이 없는, 전혀 틀림이 없는, 의심할 여지없는

predominant [pridɑ́(ɔ́)minənt] a. 뛰어난, 탁월한, 우세한

magnet [mǽgnit] n. 자석, 자철, 마그넷

unfathomable [ʌnfǽðəməbəl] a. 잴 수 없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emit[imít] vt. (빛·열·냄새·소리 따위를) 내다, 발하다, 방출하다, 방사하다

invoke [invo ́uk] vt. 기원하다, 빌다; 호소하다

seep [siːp] vi. 스며 나오다, 새다

parallel [pǽrəlel] a. 평행의, 나란한; 유사한, 대응하는

transmission [trænsmíʃ-ən] n. 송달, 회송; 전달



                                                                        

consequent [kɑ́nsikwè] a. 결과로서 일어나는; 필연의, 당연한

consequently [kɑ́nsikwèli] ad. 그 결과(로서), 따라서;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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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gue [pleig] n. 전염병, 역병

obedient [oubíːdiənt] a. 순종하는, 유순한,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accost [əkɔ́(ː)st] vt.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다; (거지·매춘부가) 말을 걸다

homophobic a. 동성애를 혐오하는

heckle [he ́kəl] vt. 야유해대다, 질문으로 몰아붙이다

harass [hǽrəs] vt. 괴롭히다, 애먹이다

ovation [ouvéiʃən] n. 열렬한 환영, 대단한 갈채, 대인기

inclusion [inklu ́ːʒən] n. 포함, 포괄

exclusion [iksklúːʒən] n. 제외, 배제, 배척; 거절; 축출

analogy [ənǽlədʒi] n. 유사, 유추

affirmative [əfə́ːrmətiv] a. 긍정의, 확언적인, 단정적인

affirmation [æ̀fərme ́iʃən] n. 단언, 주장

persist [pərsíst] vi. 고집하다, 주장하다; 지속하다, 존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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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sess [rìːəse ́s] vt. 재평가하다; 재할당하다

revitalize [riːváit-əlàiz] vt. 생기를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intention [inténʃən] n. 의향, 의지, 목적, 의도

intentional [inte ́nʃənəl] a. 계획적인, 고의의,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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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rtial [impɑ́ːrʃəl] a. 공평한, 편견 없는

impersonal [impə́ːrsənəl] a. (특정한) 개인에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개인감정을 섞지 않은

precise [prisáis] a. 정확한, 딱 들어맞는

incomprehensible [inkɑ̀mprihénsəbəl] a. 이해할 수 없는

default [difɔ́ːlt] n. (의무·약속 따위의) 불이행, 태만; 경기 불참가, 불출장, 기권

autopilot [ɔ́ːtoupàilət] n. 자동 조종 장치

deliberately [dilíbəritli] ad. 신중히; 고의로, 일부러

solar plexus n. [신체] 명치



                                                                        

defy [difái] vt. 도전하다; 무시하다, 문제 삼지 않다

flipside n. (레코드의) 뒷면, B면; (비유) 뒷면, 반대의 면

stub [stʌb] n. (나무의) 그루터기; 쓰다 남은 토막, 동강, 꽁초; 짧고 몽똑한 것

confirmation [kɑ̀nfərméiʃən] n. 확정, 확립; 확인, 인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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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perous [prɑ́spərəs] a. 번영하는, 번창하고 있는; 성공한, 부유한

purposeful [pə́ːrpəsfəl] a.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의미심장한, 중대한

elevate [éləvèit] vt. (들어) 올리다, 높이다

slip up [slípʌ̀p] v. 미끄러져 넘어지다, 발이 걸려 넘어지다; 틀리다, 실패하다

prolong [prəlɔ́ː(ɔ́)ŋ] vt. 늘이다, 연장하다

swallow [swɑ́lou] vt. 들이켜다, 삼키다, 꿀꺽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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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ell [dwel] vi.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irresistible [irizi ́stəbl] a. 저항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impregnate [imprégnèit] vt. (사람·동물을) 임신 시키다; 수정시키다

invincible [invínsəbəl] a.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proclaim [proukléim] vt. 선언하다, 공포하다, 성명하다

magnificent [mægni ́fisənt] a. 웅대한, 장엄한

conspire [kənspáiər] vi.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협력하여 …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fabulous [fǽbjələs] a. 황당무계한,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전설적인.

phenomenal [finɑ́mənl] a. 놀라운, 경이적인, 굉장한

inherent [inhíərənt] a. 타고난,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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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ǽvətɑ̀ːr] n. 화신 (신이 지상에 강림함 또는 지상에 강림한 신의 화신); 구현, 구체화

myriad [mi ́riəd] a. 무수한, 1만의, 가자각색의; n. 만(萬), 무수함

legendary [lédʒ-ənde ̀ri] a. 전설의, 전설적인; 믿기 어려운

metaphor [métəfɔ̀ːr] n. 은유, 암유

stump [stʌmp]
n. (나무의) 그루터기; vt. (나무를)베어서 그루터기로 하다, 뿌리째 뽑다, 

근절하다; 괴롭히다, 난처하게 하다

flip through 페이지를 휙휙 넘기다, 후딱 훑어보다

unwavering [ʌnwéivəriŋ] a.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연한



                                                                        

fret [fret] vi. 초조하다, 안달이 나다, 괴로워하다

make-believe [méikbilìːv] n. (아이들 놀이에서의) 흉내, 가장, 위장

evident [évidənt] a. 분명한, 명백한, 뚜렷한

intuitive [intju ́ːitiv] a. 직관에 의한,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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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찌르기

instinct [i ́nstiŋkt] n. 본능, 천성

thyroid [ɵáirɔid] a. [해부학] 갑상선의; 갑상선 기능 이상의

metabolism [mətǽbəlìzəm] n. [생물] 물질 대사, 신진 대사

disguise [disgáiz] vt. 변장하다; n. 변장,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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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derdash [bɔ́ːldərdæ̀ʃ] n. 같잖은(허튼) 소리

inwardly [ínwərdli] ad. 내부(안쪽)에로, 내부(안쪽, 중심)를 향하여; 마음속에

chew [tʃuː] v. 씹다; 깨물어 부수다

drift [drift] vi. 표류하다, 떠돌다.

assimilate [əsi ́mileit] v. 흡수하다, 동화하다, 소화하다

strain [strein] v. 잡아당기다, 꽉 죄다, 긴장하다 n. 긴장, 압박, 팽팽함

repercussion [rìːpəːrkʌ́ʃ-ən] n. (간접적) 영향; (빛, 소리의) 반향, 반사, 되튐

emphatically [imfǽtikəli] ad. 강조하여, 힘차게,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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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ison [imprízn] vt. 투옥하다, …을 교도소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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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d [dred] v.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residual [rizídʒuəl] a. 나머지의, 찌꺼기의; n. 잔여, 찌꺼기; 나머지, 오차

pruning [pru ́ːniŋ] n. 가지치기

shear [ʃiəːr] n. (pl.) 큰 가위, 가지 치는 가위

gratitude [grǽtitjuːd] n. 감사, 보은의 마음

rote [rout] n. 기계적 방법, 기계적인 암기; a. 기계적으로 암기한,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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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titis [he ̀pətáitis] n. [의학] 간염

charity [tʃǽriti] n. 자비, 자선, 자애



                                                                        

incorporate [inkɔ́ːrpərèit] vt. 합동(합체)시키다, 통합(합병, 편입)하다; 법인으로 만들다; 일원으로 

하다, 가입시키다

heartfelt [- ́fèlt] a.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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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ínstətjùːt] vt. (제도·습관을) 만들다, 설치하다; n. 회(會), 협회, 학회; 연구소

hook up v. 연결하다, 접속하다; (…와) 사귀다; 짜 맞추다

sophisticated [səfístəkèitid] a. 순진하지 않은, 굴러먹은; 정교한, 복잡한

reap [riːp] v. 베다, 수확하다

jolt [dʒoult] n. 급격한 동요, 충격; v. 덜컹거리다, 난폭하게 흔들다

abundant [əbʌ́ndənt] a. 풍부한, 많은

abundance [əbʌ́ndəns] n. 풍부, 많음; 부유

definite [défənit] a. 분명히 한정된, 확정된, 일정한; 명확한

dazzle [dǽzəl] vt. 눈부시게 하다; 현혹시키다, 감탄시키다, 압도하다

virtually [və́ːrtʃuəli] ad. 사실상, 실질적으로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exhilarate [igzíləre ̀it] vt. 원기를 돋우다, 기분을 들뜨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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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b [əbsɔ́ːrb] vt.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열중하다

utter [ʌ́tər] v. 발언하다, 입 밖에 내다; a. 완전한, 전적인

release [rilíːs] vt. 풀어놓다, 해방하다, 면제하다; n. 해방, 개봉

seal [siːl] vt.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편지를) 봉하다, 밀폐하다; n. 봉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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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 off vt. 훔치다, 바가지 씌우다

deceive [disíːv] v. 속이다, 기만하다

untold [ʌntóuld] a.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비밀로 되어 있는

prominent [prɑ́(ɔ́)minənt] a. 현저한, 눈에 띄는; 저명한, 걸출한

radiate [réidièit] vi. (빛, 열 등을) 발하다, 빛나다, 방출하다

innermost [ínərmo ̀ust] n. 가장 깊숙한 곳; a. 맨 안쪽의, 가장 내부의

prosperity [prɑ(ɔ)spériti] n. 번영, 성공

intend [inténd] vt. …할 작정이다, …하려고 생각하다; 의도하다, 기도하다, 고의로 하다

scarcity [skɛ́əːrsəti] n. 부족, 결핍; 기근, 식량 부족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deplete [diplíːt] vt. 고갈(소모) 시키다

convince [kənvíns] vt.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수긍하게 하다

churn [tʃəːrn] v. (우유·크림을) 교유기로 휘젓다; 괴롭히다, 고민하게 하다, 동요하다

magnet [mǽgnit] n. 자석, 자철, 마그넷

philanthropist [filǽnɵrəpist] n. 박애주의자, 자선가

diametrically [dàiəmétrikəli] ad. 정반대로, 전혀; 바로(exactly)

stink [stiŋk] v. 고약한 냄새가 나다, 악취가 풍기다, 코를 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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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r [ɛər] n. 상속인,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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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voyant [klɛərvɔ́iənt] a. 투시의, 투시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n. 투시자, 통찰자

stabilize [stéibəlàiz] vt. 안정시키다, 견고하게 하다

Feng Shui n. (중국의) 풍수(風水)

contradict [kɑ(ɔ)ntrədíkt] v. 부정하다, 반박하다; 모순되다

resentment [rize ́ntmənt] n. 노함, 분개; 원한

priority [praiɔ́(ː)rəti] n. 앞(먼저)임; 상위, 우위

lodge [lɑdʒ] n. 오두막집, 조그만 집

unmerciful [ʌnmə́ːrsifəl] a. 무자비(무정, 잔혹)한

imperative [impérətiv] a. 명령적인, 강제적인; 절박한, 긴급한

conceit [kənsíːt] n. 자부심,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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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s [blis] n. (더 없는) 행복,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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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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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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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otherapy [ke ̀mouɵérəpi] n. 화학요법

bacterial [bæktíəriəl] a. 박테리아의, 세균성의

infection [infékʃən] n. 전염, 감염

immune [imjúːn] a. (공격·병독 등을) 면한, 면역성의

banish [bǽniʃ] vt. 추방하다, 내쫓다



                                                                        

stiffness [stifnis] n. 단단함; 딱딱함, 빳빳함; 완고함

agility [ǽdʒíləti] n. 민첩함; 명민함

stricken [strík-ən] a. 맞은, 다친; 불행에 휩쓸린

woe [wou] n. 비애, 비통, 고뇌

perpetuate [pə(ː)rpétʃue ̀it] vt. 영속시키다, 불멸케 하다

pimple [pímpl] n. 여드름, 뾰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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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al cord n. 척추

cervical vertebra n. 경골, 목뼈, 목 정강이뼈

diaphragm [dáiəfræ̀m] n. [해부학] 횡격막

respirator [re ́spəre ̀itəːr] n. 마스크, 방독면

wean [wiːn] vt. 젖을 떼다; …에서 떼어놓다, 버리게 하다

inundate [ínəndèit] vt. 범람시키다, 침수시키다; 그득하게 하다, 충만 시키다, 밀어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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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stæmp] vt. (… out) 짓밟다, 밟아 뭉개다

obliterate [əblítərèit] vt. (문자 등을) 지우다, 말살하다, 제거하다

strife [straif] n. 투쟁, 다툼

resist [rizíst] vt. 저항하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격퇴하다

futile [fju ́ːti(ai)l] a. 쓸데없는, 무익한

pursuit [pərsúːt] n. 추적, 추격; 추구, 수행

evaporate [ivǽpərèit] v. 증발하다; 사라지다, 소산하다

famine [fǽmin] n. 기근, 굶주림

mesmerize [mézməràiz] vt. …에게 최면술을 걸다; 매혹시키다, 감화시키다

bust [bʌst] v. 부수다, 부서지다; (구어) 파산시키다

stinginess n. 극도의 절약, 인색함

dwindle [dwíndl] vi. 줄다, 작아지다, 축소되다

eminent [éminənt] a. 저명한, 뛰어난

endow [endáu] vt. 기부하다, 주다

partiality [pɑ̀ːrʃiǽləti] n. 편파, 불공평, 치우침

Hebrew [híːbruː] n. 헤브라이 사람, 유대인



                                                                        

divine [diváin] a. 신의, 신성한; 신묘한, 비범한

confer [kənfə́ːr] vt. 수여하다, 주다; vi. 의논하다, 상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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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 [dizalv] v. 녹이다, 용해시키다, 해산하다

molecule [mɑ́ləkjùːl] n. [화학·물리] 분자, 미분자

atom [ǽtəm] n. 원자

substance [sʌ́bstəns] n. 물질, 실질, 요지

live wire n. (구어) 활동가, 정력가; 전기가 통해 있는 도선

finite [fáinait] a. 한정된, 유한의

cosmology [kɑzmɑ́lədʒi] n. 우주 철학, 우주론

precipitate [prisípətèit] vt. ('던져 떨어뜨리다'의 뜻에서) 촉진시키다, 몰아대다; 거꾸로 떨어뜨리

다, 빠뜨리다

authority [əɵɔ́ːriti] n. 권위, 권력, 위신

equation [i(ː)kwéiʒən] n. 같게 함, 균등화; 평균, 평형 상태

pervade [pərvéid] v. 널리 퍼지다, 고루 미치다, 보급하다

scriptural [skríptʃ-ərəl] a. 문서의; (S-) 성서의

cosmic [kɑ́zmik] a. 우주의; 우주론의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문제) 가정

grudge [grʌʤ] vt. (주기를) 싫어하다, 아까워하다, 인색하게 굴다

signage [sáinidʒ] n. 도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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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dicate [irǽdəke ̀it] vt. 뿌리째 뽑다, 근절하다, 박멸하다

slate [sleit] n. 슬레이트, 점판암; a clean slate 깨끗한 경력

avalanche [ǽvəlæ̀ntʃ] n. 눈사태, 쇄도

contagious [kənte ́idʒəs] a. 전염성의; 만연하는, 전파하는

juncture [dʒʌ́ŋktʃər] n. 접합, 접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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