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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k Warren

Chapter No. 단어 뜻

Day01 1 1 devote // 바치다, 전념하다, 오로지 ~하다

2 2 stump // 그루터기, 잘리고 남은 부분
3 3 flourish // 번창하다, 무성하게 자라다, 활약하다
4 4 Proverbs // 잠언
5 5 riverbank // 강둑, 하안
6 6 drought // 가뭄, 결핍
7 7 Jeremiah // 예레미야
8 8 Colossians // 골로새서
9 9 fulfillment // 달성, 성취, 실현

10 10 career // 경력, 생애, 직업
11 11 puzzle // 어려운 문제, 당황하게 하다, 수수께끼를 풀다
12 12 self-centered // 자기 중심적인
13 13 reveal // 드러내다, 밝히다, 나타내다
14 14 campsite // 야영지, 캠프장
15 15 identity // 신원, 본질
16 16 significance // 의미, 중요성
17 17 destiny // 숙명, 운명
18 18 self-actualization // 자기 실현
19 19 reversal // 반대, 반전, 역전
20 20 doom // 운명짓다, 파멸, 최후의 심판
21 21 vice versa // 거꾸로, 반대로
22 22 obsession // 강박관념, 망상, 집념
23 23 spacious // 넓은, 광활한, 포괄적인
24 24 predictable // 예측할 수 있는, 범용한
25 25 clarify // 명백하게 하다, 분명해지다
26 26 discipline // 훈련, 단련, 훈련하다, 징계하다
27 27 recommendation // 권고, 추천, 장점
28 28 raving // 대단한, 굉장한, 광란하는, 미쳐 날뛰는
29 29 cram // 어넣다, 채워넣다, 주입하다
30 30 overload // ~에 짐을 많이 싣다, 과적, 과부하
31 31 speculation // 사색, 추측, 투기
32 32 conjecture // 어림짐작, 추측, 억측
33 33 theorize // 이론을 세우다, 공론하다, 이론화하다
34 34 come up with // 안출하다, 제안하다, 따라잡다
35 35 speculate // 사색하다, 추측하다
36 36 admit // 들이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37 37 make up // 만들어내다, 날조하다
38 38 clueless // 단서가 없는, 우둔한, 혼란한
39 39 intellectual // 지적인, 지식인, 두뇌노동자
40 40 revelation // 폭로, 천계, 계시
41 41 bring out // 드러나게 하다, 분명히 하다, 발휘하다
42 42 eternal // 영원한, 불변의, 끝없는
43 43 pop psychology // 통속 심리학
44 44 success-motivation // 성공 동기부여
45 45 inspirational // 영감의, 고무적인
46 46 get up // 일어서게 하다, 돋우다, 자극하다
47 47 glorious // 영광스러운, 훌륭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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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 verse // 운문, 구, 절
49 49 insight // 통찰력, 견식, 식견
50 50 predate // ~보다 먼저 오다
51 51 conception // 개념, 생각, 기원발달
52 52 spouse // 배우자, 남편, 아내
53 53 get to // ~에 착수하다, 연락하다, 영향을 주다
54 54 fit into // ~와 조화하다
55 55 cosmic // 우주의, 무한의
56 56 atheistic // 무신론(자)의
57 57 regime // 제도, 체제, 정권
58 58 dreary // 적적한, 음울한, 황량한
59 59 preempt // 회피하다, 먼저 차지하다
60 60 astonishment // 놀람, 경악, 놀랄만한 일
61 61 ride up (to) // ~을 (~로) 타고 올라가다
62 62 advertising // 광고, 광고업, 광고의

Day02 1 63 dice // 주사위, 노름하다

2 64 mishap // 사고, 재난, 불상사
3 65 fluke // 요행수, 요행
4 66 conceive // 상상하다, 품다, 임신하다
5 67 fate // 운명, 예언, 파멸
6 68 coincidence // 우연일치, 동시발생
7 69 prescribe // 규정하다, 정하다, 처방하다
8 70 deliberate // 신중한, 침착한, 고의의
9 71 custom-made // 주문품의, 맞춤의

10 72 uniqueness // 유일성
11 73 personality // 개성, 성격, 자아
12 74 sculpt // 조각하다
13 75 accident // 사고, 우연
14 76 set for // ~에 대해 설정하다
15 77 arbitrary // 임의의, 멋대로인, 마음대로 정한
16 78 indifferent // 보통의, 무관심한, 중요치 않은
17 79 genetic // 유전학적인, 유전자의, 기원의
18 80 illegitimate // 위법의, 사생의, 비논리적인
19 81 take into account // ~을 고려하다
20 82 human error // 인간의 과오, 실수
21 83 motive // 진의, 동기, 목적
22 84 haphazard // 우연한, 계획성없는
23 85 precision // 정확, 정 , 정 한
24 86 molecular // 분자의, 분자로 된
25 87 core // 핵심, 과심
26 88 proposition // 제안, 명제, 주제
27 89 cosmos // 우주, 조화
28 90 facet // 다면체의 한 면, 국면, 깎아서 작은 면을 내다
29 91 inhabit // 살다, 거주하다, 존재하다
30 92 fathom // 이해, 추측하다, 간파하다
31 93 reliable //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신뢰성이 높은
32 94 essence // 본질, 진수, 실체
33 95 Trinity // 삼위일체, 3인조
34 96 astronomical // 천문학의, 천문학적인, 방대한
35 97 brief // 잠시의, 간결한, 간단히 말하다, 요약하다
36 98 profound // 깊은, 심원한, 공손한
37 99 reference point // 기준점, 참조점
38 100 paraphrase // 의역, 부연, 의역하다
39 101 sum up // 요약하다



40 102 intricate // 복잡한, 난해한
41 103 precious // 귀중한, 사랑하는, 대단한
42 104 womb // 자궁, 태내, 내부
43 105 bear // 낳다, 지탱하다, 열매를 맺다
44 106 seal // 인장, 증표, 도장찍다
45 107 trauma // 외상, 상처
46 108 likeness // 닮은, 초상, 외관
47 109 rod // 막대기, 지팡이, 혈통, 자손

Day03 1 110 rudder // (배의) 키, 방향타, 지침

2 111 waif // 방랑자, 집없는 아이, 습득물
3 112 nail // 손톱, 못
4 113 haunt // 자주 가다, 자주 나타나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5 114 unconscious // 깨닫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자각이 없는
6 115 circumstance // 주위상황, 처지, 생활상태
7 116 manipulate // 조종하다, 교묘하게 다루다, 솜씨있게 처리하다
8 117 sabotage // 파괴행위, 고의로 파괴하다
9 118 specialize // 전문화하다, 한정하다, 전공하다

10 119 resentment // 분개, 분노, 원한, 적의
11 120 hold on to // ~에 끝까지 매달리다
12 121 get over // 담을 넘다, 극복하다, 회복하다
13 122 clam up // 침묵을 지키다, 말문을 닫다
14 123 internalize // 자기것으로 하다, 내면화하다, 습득하다
15 124 resent // 분개하다, 원망하다, 괘씸하게 생각하다
16 125 bitterness // 쓴맛, 쓰라림, 비통
17 126 traumatic // 외상성의, 정신충격이 큰, 불쾌한
18 127 predisposition // 경향, 성질, 소질
19 128 venture // 위험에 내맡기다, 내걸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20 129 the status quo // 현상유지
21 130 banish // 추방하다, 내쫓다, 떨쳐버리다
22 131 cripple // 장애자, 불구자, 무능하게 하다
23 132 materialism // 물질주의, 유물주의, 이기주의
24 133 acquire // 취득하다, 얻다, 몸에 익히다
25 134 misconception // 오해, 잘못된 생각
26 135 net worth // 소유가치, 순자산
27 136 approval // 찬성, 승인, 시제품
28 137 peer // 동료, 자세히 들여다보다
29 138 guarantee // 보증, 보증하다, 확언하다
30 139 trivial // 하찮은, 평범한
31 140 petty // 사소한, 소규모의, 저급한
32 141 dubious // 수상쩍은, 애매한, 불안한
33 142 astrology // 점성학, 점성술
34 143 psychic // 영혼의, 심리적인
35 144 get by // 통과하다, 그럭저럭 헤어나다
36 145 vain // 헛된, 무익한, 시시한
37 146 drag // 질질 끌다
38 147 cope // 대항하다, 대처하다, 극복하다
39 148 remission // 용서, 사면, 진정
40 149 simplify // 간단하게 하다, 단순화하다
41 150 allocate // 할당하다, 배분하다
42 151 sane // 제정신의, 사리분별이 있는
43 152 pretentious // 자만하는, 건방진
44 153 distract // 흐뜨러뜨리다, 어지럽히다, 혼란하게 하다
45 154 pursuit // 추적, 추구
46 155 distraction // 주의산만, 방심, 심란



47 156 frantic // 광란의, 극도로 흥분한, 미친
48 157 diffuse // 흐뜨러뜨리다, 발산하다, 퍼뜨리다
49 158 ray // 광선, 빛나다, 번득이다
50 159 set on fire // ~에 불을 지르다
51 160 apostle // 사도, 사도직분
52 161 single-handedly // 한손으로, 혼자힘으로, 독립으로
53 162 dabble // 튀기다, 물장난하다, 장난삼아 해보다
54 163 prune // 자두, 자주빛, 가지치다, 문장을 간결하게 하다
55 164 energize // 정력을 주다, 격려하다, 전압을 주다, 정력적으로 활동하다
56 165 dissipate // 흩뜨리다, 흩어 없어지다, 낭비하다
57 166 wear down // 피로하게 하다, 조금씩 없어지게 하다
58 167 sap // 서서히 파고듦, 점차로 약화시키다
59 168 rob // 강탈하다, 강도질하다
60 169 feverish // 열이있는, 열병의, 열광적인
61 170 clot // 엉긴 덩어리, 소집단, 응고하다, 굳어지다
62 171 ailment // (가벼운, 만성의) 병, 불쾌, 불안
63 172 grievance // 불평거리, 불만의 원인
64 173 legacy // 유산, 물려받은것
65 174 surpass // ~보다 낫다, 능가하다, ~하여 (이루 말)할 수 없다
66 175 tribute // 감사의 표시, 공물
67 176 prominently // 현저한, 두드러진, 탁월한
68 177 short-sighted // 근시안적인
69 178 audit // 회계감사, 심사, (회계를) 감사하다
70 179 surmise // 짐작, 추측, ~이라 생각하다(짐작하다)
71 180 crucial // 결정적인, 중대한, 혹독한, 어려운
72 181 doctrinal // 교의상의, 학리상의

Day04 1 182 immortality // 불사, 불멸, 영원한 생명

2 183 staging // 각색, 역마차여행
3 184 tryout // 시험실시, 실력시험
4 185 workout // 연습경기, 운동, 체조
5 186 lap // 작은 분량, 한번 핥는 분량
6 187 parenthesis // 괄호, 삽화, 사이
7 188 inborn // 타고난, 선천의
8 189 instinct // 본능, 재능, 직관
9 190 wire // 철사로 매다, 배선하다

10 191 earthly // 지구의, 속세의
11 192 salvation // 구원
12 193 thy // 그대의, 너의
13 194 have it your way // 당신 마음대로 해라
14 195 tragically //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15 196 comprehend // 이해하다, 파악하다, 함축하다
16 197 unworthy // 가치없는, 하찮은
17 198 priority // 시간적으로 앞임, 상좌, 우선권
18 199 ethical // 도덕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19 200 consequence // 결과, 결말, 중요성
20 201 indulge // (욕망에) 빠지다, 탐닉하다
21 202 self-centeredness // 자기중심, 이기심
22 203 repercussion // 간접적 영향, 반사, 튕김
23 204 chord // 악기의 현, 인대
24 205 vibrate // 진동하다, 울려퍼지다
25 206 damaging // 손해를 끼치는, 해로운, 불리한
26 207 iceberg // 빙산
27 208 futile // 헛된, 무익한, 하찮은
28 209 convey // 나르다, 전달하다



29 210 mere // 단순한, 순전한, 단지~에 불과한
30 211 glimpse // 흘끗 봄, 희미한 빛, 어렴풋이 감지함
31 212 reassign // 다시 할당하다(양도하다), 반환하다
32 213 halo // 후광, 영광
33 214 inheritance // 상속재산, 유산, 혜택
34 215 shallow // 얕은, 피상적인
35 216 sentimental // 감상적인, 감정적인, 정에 호소하는
36 217 ignorance // 무지, 무식, 무학
37 218 morbid // 무서운, 음울한, 병적인
38 219 denial // 부정, 부인, 거부
39 220 inevitable // 피할수 없는, 당연한
40 221 measure against // ~와 비교하여 평가하다
41 222 deed // 행위, 공적, 실행
42 223 crave // 간청하다, 열망하다, 필요로 하다
43 224 at most // 기껏해야
44 225 make the most of // ~을 가장 잘 이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Day05 1 226 minefield // 지뢰밭

2 227 symphony // 교향곡, 연주회
3 228 carousel // 회전목마
4 229 metaphor // 은유, 암유, 상징
5 230 expectation // 기대, 목표
6 231 conform // 따르게 하다, 맞게 하다
7 232 inwardly // 안으로, 안의, 마음의
8 233 integrity // 고결, 정직, 완전
9 234 refine // 정제하다, 품위있게 하다, 세련되다

10 235 undeserved // 과분한, 부당한,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11 236 intentionally // 고의적인, 계획된
12 237 draw back // 물러서다, 손을 떼다, 되돌리다
13 238 insignificant // 대수롭지 않은, 무의미한, 천한
14 239 implication // 내포, 암시, 접한 관계
15 240 way out // 출구, 해결책
16 241 entrust // 맡기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17 242 steward // 집사, 청지기, 지배인
18 243 stewardship // 종교적 책무(책임)
19 244 loan // 빌려주다, 대부
20 245 trustee // 피신탁인, 보관인
21 246 stuff // 물건, 물질, 재료
22 247 rescind // 무효로 하다, 폐지하다, 철회하다
23 248 boast // 자랑하다, 큰소리치다, 자랑삼아 말하다
24 249 afford // ~할 여유가 있다, 주다
25 250 immense // 거대한, 한없는, 멋진
26 251 affirmation // 확언, 단언, 지지
27 252 promotion // 승진, 진급, 촉진
28 253 in charge of // ~을 맡고 있는, 담당의
29 254 trustworthy //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Day06 1 255 flee // 달아나다, 빠르게 움직이다, 날아가다

2 256 assignment // 할당, 숙제, 임명
3 257 transient // 덧없는, 순간적인, 일시의, 잠깐 머무르는
4 258 mist // 안개, 가랑비, 흐림
5 259 wisp // 한줌, 단편, 작은 물건
6 260 pilgrim // 순례자, 방랑자, 나그네
7 261 grasp // 붙잡다, 움켜잡다, 파악하다
8 262 blunt // 무딘, 무뚝뚝한, 있는 그대로의



9 263 adopt // 채용하다, 양자로 삼다, 채택하다
10 264 flirt // 장난삼아 해보다, 시시덕거리다
11 265 temptation // 유혹
12 266 adultery // 간통, 간음, 부정
13 267 cheat // 속이다, 규칙을 어기다, 몰래 바람피우다
14 268 end up // 끝내다, 마침내 ~이 되다
15 269 ambassador // 대사, 특사, 대표
16 270 commitment // 위탁, 위임
17 271 compromise // 타협하다, 손상하다, 굴욕적으로 양보하다
18 272 traitor // 반역자, 배신자
19 273 cozy // 기분좋은, 편안한, 아늑한
20 274 ego // 자아, 자만, 아욕
21 275 at the expense of // ~의 비용으로, ~에게 손해를 끼쳐, ~을 희생하여
22 276 cater // 오락을 제공하다, 비위를 맞추다, 음식물을 조달하다
23 277 mesmerize // 최면술을 걸다, 매혹시키다
24 278 appeal // 애원, 호소, 매력
25 279 discontent // 불만, 불평
26 280 radical // 근본적인, 과격한, 급진적인
27 281 alter // 변경하다, 바꾸다, 개조하다
28 282 prosperity // 번영, 번창, 성공
29 283 abundant // 풍부한, 풍족한
30 284 behead // 목베다, 참수형에 처하다
31 285 martyr // 신앙 때문에 죽이다, 박해하다, 순교자
32 286 ashamed // 부끄러워, ~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33 287 retiring // 퇴직자의, 은거하는
34 288 missionary // 선교사
35 289 slip off // 인사도 없이 떠나다, 살짝 가버리다
36 290 self-pity // 자기연민

Day07 1 291 radiance // 광휘, 광채, 빛남

2 292 splendor // 훌륭함, 탁월, 빛남
3 293 demonstration // 논증, 증거, 표명, 시위운동
4 294 intrinsic //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하는
5 295 Milky Way // 은하수(the Galaxy), 은하계
6 296 vast // 광대한, 막대한, 거대한, 광활한 넓이
7 297 tabernacle // 장막, 예배당
8 298 portray // 묘사하다, 그리다, 표현하다
9 299 consuming // 절실한

10 300 consume // 소비하다, 소멸시키다, 태워버리다
11 301 illuminate // 조명하다, 계몽하다, 해명하다
12 302 inherent // 고유의, 본래부터의, 타고난
13 303 deserve // ~할(받을)만하다, ~할 값어치가 있다
14 304 owe // 빛지고 있다, ~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의 덕택으로 알다
15 305 rebellion // 모반, 저항, 도전
16 306 supreme // 최고의, 최대의, 궁극의
17 307 lowly // 천한, 초라한, 겸손한
18 308 glorify // 찬미하다, 찬송하다, 영광을 높이다
19 309 motivate // ~에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흥미를 높이다
20 310 prove // 입증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21 311 disciple // 문하생, 제자
22 312 maturity // 성숙, 완성, (어음 등의)만기일
23 313 generosity // 관대, 관용, 아량
24 314 privilege // 특권, 혜택, 명예
25 315 crucify // 십자가에 못박다, 몹시 괴롭히다
26 316 intimately // 친 히, 충심으로, 상세히



27 317 booklet // 작은 책자, 팜플렛

Day08 1 318 grieve // 몹시 슬프게 하다, 슬퍼하다

2 319 compassion // 측은히 여김, 동정, 연민
3 320 pity // 불쌍히 여김, 애석함
4 321 sympathy // 공감, 동정, 인정
5 322 rejoice // 기뻐하다, 축하하다, 향유하다
6 323 multifaceted // 다방면에 걸친, 다면체의
7 324 anthropologist // 인류학자
8 325 inbuilt // 타고난, 고유의, 내장된
9 326 substitute // 대리인, 대신하다, 대용하다

10 327 sermon // 설교, 교훈
11 328 communion // 친교, 교우
12 329 ecstatic // 희열에 넘친, 황홀한
13 330 synonym // 동의어, 유의어, (그 나라의)해당어
14 331 baptism // 세례, 침례
15 332 hymn // 찬송가, 성가, 찬가
16 333 brass // 놋쇠, 황동, 금관
17 334 passionate // 열렬한, 정열적인, 갈망하는
18 335 ethnic // 인종의, 민족의, 인종학의
19 336 lyric // 서정시
20 337 sacred // 신성한
21 338 pastor // 사제, 목사
22 339 edification // 함양, 계발, 교화
23 340 evangelism // 복음전도, 복음주의
24 341 half-hearted // 냉담한
25 342 hypocritical // 위선적인
26 343 stale // 싱싱하지 못한, 생기가 없는
27 344 insincere // 성의없는, 거짓의
28 345 dairywoman // 낙농장에서 일하는 여자
29 346 abide // 머물다, 체류하다, 살다

Day09 1 347 morally // 도덕적으로, 실제상으로

2 348 bankrupt // 파산한, 상실한, 결여된
3 349 disgust // 넌더리나다, 정떨어지다, 역겨움, 혐오
4 350 start over // 다시 시작하다
5 351 consistent // 일관된, 모순이 없는
6 352 astounding // 몹시 놀라게 하는
7 353 fellowship // 친교, 친목, 하나님 자녀로 삼다
8 354 commandment // 계명, 계율, 명령
9 355 irrigate // 물을 대다, 관개하다, 비옥하게 하다

10 356 from the ground up // 처음부터 다시, 광범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로)
11 357 excuse // 용서하다, 변명하다, 구실, 핑계
12 358 ruthless // 무자비한, 가차없는, 냉혹한
13 359 criticize // 비평하다, 비난하다
14 360 embarrass // 당황하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15 361 wholehearted // 전심의, 마음을 다하는
16 362 logistic // 기호 논리학
17 363 overlook // 못보고 지나치다, 너그럽게 봐주다, 간과하다
18 364 reservation // 보류, 조건, 예약
19 365 procrastinate // 꾸물거리다, 연기하다
20 366 tithe // 십일조, 십일조를 바치다
21 367 heartfelt //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부터의
22 368 appreciation // 감사, 진가, 감상
23 369 adoration // 예배, 사모



24 370 praise // 찬양, 칭찬, 찬미
25 371 feast // 진수성찬, 잔치, 향연
26 372 rave // 격찬하다, 헛소리 지껄이다, 사납게 불어대다
27 373 get on with // 계속하다, 진행시키다
28 374 godly // 경건한, 독실한 사람들
29 375 athletic // 체육의, 운동선수의
30 376 sovereignty // 주권, 통치권
31 377 contempt // 경멸, 모욕, 수치
32 378 taste bud // 미뢰
33 379 generous // 아낌없는, 관대한, 풍부한
34 380 asleep // 잠든, 가만히 있는
35 381 content // 만족하다, 만족하여
36 382 capable // 유능한, ~할 능력이 있는
37 383 sinless // 죄없는, 결백한
38 384 bear in mind // 명심하다
39 385 attitude // 태도, 마음가짐

Day10 1 386 surrender // 넘겨주다, 포기하다, 항복하다

2 387 submission // 복종, 순종
3 388 evoke // 일깨우다, 환기시키다, 자아내다
4 389 forfeit // 벌금, 상실, 상실하다, 잃다
5 390 opponent // 적수, 상대
6 391 yield // 산출하다, 양보하다, 굴복하다
7 392 context // 문맥, 정황, 배경
8 393 criminal // 범죄자, 죄를 범하는
9 394 authority // 권위, 권한, 당국

10 395 give in // 굴하다, 따르다
11 396 consecration // 헌신, 신성화
12 397 confusion // 혼동, 혼미, 당황
13 398 cast out // 내쫓다, 추방하다
14 399 bully //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겁주다, 골리다
15 400 coerce // 강제하다, 강요하다, 억압하다
16 401 woo // ~에게 조르다, 구애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17 402 liberator // 해방자
18 403 bondage // 속박
19 404 tyrant // 폭군, 전제군주, 압제자
20 405 dictator // 독재자, 지배자, 권위자
21 406 interfere // 방해하다, 해치다, 참견하다
22 407 resignation // 사직, 체념, 포기, 단념
23 408 fatalism // 운명론, 숙명론, 체념
24 409 doormat // 구두 흙털개, 짓밟혀도 잠자코 참는 사람
25 410 likewise // 마찬가지로, 역시, 게다가
26 411 rational // 이성이 있는, 합리적인
27 412 repress // 억제하다, 억누르다, 진압하다
28 413 diminish // 줄이다, 감소하다
29 414 contradiction // 부정, 반대, 모순
30 415 edge out // 천천히 나오다, 간신히 이기다
31 416 compete // 경쟁하다, 맞서다
32 417 crucifixion // 십자가에 못박음, 큰 시련, 고난
33 418 affirm // 단언하다, 확인하다
34 419 genuine // 진짜의, 성실한, 참된
35 420 agonize // 몹시 괴롭히다, 고뇌하게 하다, 악전고투하다
36 421 intense // 강렬한, 심한, 열정적인
37 422 warfare // 전쟁, 투쟁, 싸움
38 423 stunning // 아연하게 하는, 기절시키는, 훌륭한



39 424 paradox // 역설, 자가당착의 말, 모순
40 425 improbable // 일어날듯 하지 않은, 사실같지 않은
41 426 lust // 욕망, 정욕, 욕구
42 427 destruction // 파괴, 파멸, 멸망
43 428 hindrance // 방해, 장애물, 고장
44 429 hang-up // (심리적)거리낌, 구애, 콤플렉스, 고민거리
45 430 infuse // 붓다, 주입하다, 고취하다
46 431 self-sufficient // 자부심이 강한
47 432 self-sufficiency // 자족, 자급자족, 자부
48 433 sufficiency // 충분, 넉넉함, 능력
49 434 drastic // 격렬한, 철저한, 과감한
50 435 regardles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비용(반대, 어려움)을 무릅쓰고
51 436 lifelong // 일생의, 필생의
52 437 crawl // 기어가다, 서행하다, 포복하다
53 438 seemingly //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외관상으로는
54 439 Crusade // 십자군, 성전
55 440 tract // 소책자, 팜플릿
56 441 contract // 계약하다, 약혼하다, 계약, 약혼

Day11 1 442 Redeemer // 구제해주는 사람

2 443 unhindered // 방해받지 않는
3 444 veil // 베일, 장막, 가면
4 445 acquaintance // 아는 사람, 면식, 지식
5 446 royal courts // 왕정
6 447 confidential // 기 의, 신뢰할 수 있는, 속내를 터놓는
7 448 orchestrate // 관현악으로 작곡하다, 편성하다, 조정하다
8 449 hospitable // 친절한, 공손한, 쾌적한
9 450 grope // 손으로 더듬어 찾다, (비 을)찾다, 캐다

10 451 omnipotent // 전능한
11 452 cease // 그치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12 453 commonplace // 평범한, 흔한, 진부한
13 454 menial // 시시한, 지루한, 천한
14 455 retreat // 퇴각, 은퇴, 손을 떼다, 그만두다
15 456 perpetual // 영속하는, 끊임없는, 항상 반복되는
16 457 counteract // 거스르다, 방해하다, 중화하다, 좌절시키다
17 458 multiplicity // 다수, 다양성
18 459 discourse // 강연, 설교, 논문
19 460 deficit // 부족, 결손, 적자, 불리한 처지, 열세
20 461 relevant // 관련된, 적절한, 현대적 의미가 있는
21 462 Scripture // 성서, 성서의
22 463 monk // 수도사
23 464 meditation // 명상, 묵상, 고찰, 숙려
24 465 establish // 설립하다, 제정하다, 수립하다
25 466 mull // 오래 생각하다, 궁리하다
26 467 mystic // 신비주의자, 비법의
27 468 reverence // 존경하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28 469 cultivate // 재배하다, 양성하다, 계발하다

Day12 1 470 second-guess // 결과를 안 후에 비판하다, 미리 알다, 예언하다

2 471 pester //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들볶다
3 472 spare // 용서하다, 목숨을 살려주다, 내주다, 아끼다
4 473 accusation // 고발, 죄과, 비난
5 474 betrayal // 배반, 고, 내통
6 475 slay // 살해하다, 소멸시키다
7 476 vent // (감정을)터뜨리다, (감정 등에)배출구를 주다, 구멍, 탈출구



8 477 ordeal // 시련, 고난
9 478 rebuke // 비난하다, 꾸짖다, 비난, 힐책

10 479 inauthentic // 진짜가 아닌, 진정이 아닌, 확실하지 않은
11 480 candor // 솔직, 정직, 허심탄회
12 481 disclosure // 폭로, 털어놓은 이야기, 정보공개
13 482 audacity // 대담함, 무모함
14 483 authenticity // 확실성, 신뢰성, 성실
15 484 pious // 경건한, 독실한, 충실한
16 485 cliche // 판에박은 문구, 진부한 표현, 진부한
17 486 harbor // (죄인을)숨겨주다, (생각을)품다, (배를)항구에 정박시키다
18 487 rift // 균열, 불화, 가르다, 쪼개다
19 488 antidote // 해독제, 대책, 해결방법
20 489 candid //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공평한
21 490 rant // 외치다, 고함치다
22 491 catalogue // 목록을 작성하다, 목록에 싣다, 분류하다
23 492 hold back // 감춰두다, 망설이다, 자제하다
24 493 bout // 한판승부, 한차례의 일
25 494 misgive // 걱정을 일으키다, 의심을 품다, 걱정하다
26 495 mask // 감추다, 가장하다
27 496 publicly //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28 497 intimacy // 친 , 친교, 조예
29 498 compulsion // 강제, 강박, 충동
30 499 gratitude // 감사, 사의
31 500 obligation // 의무, 구속, 은혜
32 501 needy // 가난한, 빈곤자
33 502 treasure // 보물, 소중히 하다, 명심하다
34 503 redemption // 구속, 구원, 석방
35 504 above all else // 특별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36 505 offend // 성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37 506 amplify // 확대하다, 상세히 하다, 부연하다
38 507 perceive // 지각하다, 눈치채다, 이해하다, 깨닫다
39 508 intensity // 강렬, 전념, 효력
40 509 megaphone // 메가폰, 확성기, 대변자
41 510 arouse // 깨우다, 자극하다, 환기하다
42 511 lethargy // 혼수상태, 무감각, 무기력, 권태
43 512 reignite // 다시 불붙이다, 다시 일으키다, 다시 발화하다
44 513 captive // 포로, 포로의

Day13 1 514 leftover // 나머지의, 남은, 나머지

2 515 debate // 논쟁하다, 토의하다, 숙고하다
3 516 irrelevant // 무의미한, 부적절한, 엉뚱한
4 517 idolatry // 우상숭배, 맹신
5 518 authentic // 진정한, 진짜의, 믿을만한
6 519 reside // 거주하다, 존재하다, 속하다
7 520 engage // 약속하다, 고용하다, 끌다
8 521 hypocrisy // 위선, 위선행위
9 522 phoniness // 허위, 엉터리

10 523 equate // 동등하다고 생각하다, 동등시하다
11 524 introspective // 내성적인, 자기반성의
12 525 hinder // 방해하다, 저지하다
13 526 testify // 증명하다, 증언하다, 증거가 되다
14 527 rut // 상투적인 방법, 바퀴자국, 바퀴자국을 내다
15 528 vibrant // 진동하는, 활발한, 강렬한
16 529 naturalist // 자연주의자
17 530 sensate // 오감으로 아는, 감각있는



18 531 liturgy // 예배식, 성찬식
19 532 ascetic // 금욕주의자, 금용적인
20 533 caregiver // 돌보는 사람
21 534 contemplative // 묵상에 잠기는 사람, 명상적인 사람
22 535 perfunctory // 마지못해 하는, 겉치레의, 무관심한
23 536 exclamation // 외침, 감탄, 감탄사
24 537 repetition // 반복하는, 반복, 재현
25 538 specific // 명확한, 구체적인, 독특한
26 539 compliment // 찬사, 경의, 의례적인 인사말
27 540 vague // 막연한, 모호한, 애매한
28 541 generality // 일반성, 보편성, 개론
29 542 onward // 전진하는, 향상하는, 전방으로
30 543 foretell // 예언하다, 예고하다
31 544 humility // 겸손, 비하
32 545 repentance // 회개, 참회, 후회
33 546 exalt // 높이다, 올리다, 찬양하다
34 547 sheer // 얇은, 순수한, 완전한, 깎아지른듯한
35 548 oxymoron // 모순어법
36 549 ban // 금지, 금지하다

Day14 1 550 tempt // 유혹하다, 시험하다

2 551 pendulum // 진자,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
3 552 estrangement // 소원, 이간, 불화, 소외
4 553 aloof // 떨어져서, 멀리서, 무관심한, 냉담한
5 554 forsake // 저버리다, 단념하다
6 555 missing-in-action // 전투중에 실종된, 대특명
7 556 utter // 전적인, 절대적인, 입밖에 내다
8 557 disconcert // 당황하게 하다, 어쩔줄 모르게 하다, 혼란시키다
9 558 vital // 생명의, 극히 중대한, 치명적인

10 559 pronounce // 발음하다, 선언하다, 선고하다
11 560 quench // 가시게 하다, 끄다, 억누르다
12 561 busyness // 바쁨, 다망, 무의미한 활동
13 562 immature // 미숙한, 유년기의, 미완성의
14 563 wean // 젖을 떼다, ~에서 떼어놓다, 버리게 하다
15 564 omnipresence // 어디에나 있음, 편재
16 565 manifestation // 표명, 나타남, 현시
17 566 crisis // 위기, 중대국면, 고비
18 567 prime // 제1의, 기초적인, 주요한, 준비시키다
19 568 familiarity // 잘 앎, 정통함, 친
20 569 breed // 낳다, 사육하다, 양육하다
21 570 complacency // 자기만족
22 571 thorn // 가시, 극침, 고통을 주는 것
23 572 contemptuous // 얕잡아보는, 경멸적인, 오만한
24 573 abuse // 남용하다, 학대하다, 욕하다
25 574 ridicule // 비웃다, 조소하다, 비웃음
26 575 cumbersome // 버거운, 방해가 되는, 성가신
27 576 excruciate // 몹시 괴롭히다, 고문하다
28 577 torture // 고문, 심한고통, 고문하다
29 578 heckler // 야유를 퍼붓는 관중
30 579 heckle // 야유해대다, 질문으로 몰아붙이다, 방해하다
31 580 ghastly //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지독한
32 581 mistreatment // 학대행위, 혹사행위

Day15 1 582 vine // 포도나무, 덩굴식물

2 583 devise // 궁리하다, 고안하다



3 584 universal // 보편적인, 만국의, 모든 사람의, 우주의
4 585 inherit // 상속하다, 물려받다, 계승하다
5 586 free // 자유롭게 하다, 석방하다
6 587 undefiled // 더렵혀지지 않은, 정한, 순수한
7 588 baptize // 세례를 베풀다
8 589 inclusion // 포함, 함유물
9 590 signify // 의미하다, 표명하다, 중요하다

10 591 prominence // 두드러짐, 현저함, 양각
11 592 pregnant // 임신한, 충만한, 시사적인, 가득 채워진
12 593 burial // 매장, 토장
13 594 resurrection // 부활, 부흥
14 595 Gentile // 이방인, 그리스도 교도
15 596 inward // 안으로, 마음 속에서
16 597 initiation // 가입, 개시
17 598 Pentecost // 오순절, 성령강림절
18 599 elsewhere //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경우에
19 600 unmistakable // 틀림없는, 혼동할 우려가 없는, 명백한

Day16 1 601 run[go, act] counter to // 교훈, 법칙 등을 거스르다, 규칙 등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다

2 602 echo // 반향하다, 반영하다, 되풀이하다
3 603 sentiment // 감정, 정서, 생각
4 604 foremost // 맨앞의, 으뜸가는, 주요한, 맨 먼저
5 605 squeeze // 압착하다, 죄다, 짜내다
6 606 acquisition // 획득, 습득, 입수

7 607 the wrong[short, dirty] 
end of the stick // 불리한 입장, 그릇된 해석(보고)

8 608 skim // 찌끼를 걷어내다, 스쳐지나가다, 스치듯 날려보내다
9 609 relational // 관계있는, 상관적인

10 610 cut back // (지출, 소비 등을) 줄이다, 가지치다
11 611 displace // 바꾸어놓다, 옮겨놓다, 대신 들어서다
12 612 urgent // 긴급한, 촉박한, 강요하는
13 613 preoccupy // 선취하다, 마음을 빼앗다, 몰두하게 하다
14 614 diploma // 졸업증서, 감사장
15 615 deathbed // 죽음의 자리, 임종, 임종의
16 616 kneel // 무릎꿇다, 무릎을 구부리다
17 617 intently // 골똘하게, 여념없이, 오로지
18 618 asset // 자산, 재산, 이점, 강점
19 619 preference // 더 좋아함, 더 좋아하는 물건, 편애
20 620 procrastination // 미루는 버릇, 지연, 연기
21 621 stress // 강조, 강세, 압박, 강조하다

Day17 1 622 household // 가족, 식솔, 식구

2 623 pillar // 기둥, 지주, 기둥으로 장식하다, ~의 주석이 되다
3 624 fashion // 만들어내다, 형성하다, 적응시키다
4 625 solitary // 혼자의, 외로운, 유일한
5 626 saint // 성인, 천국에 간 사람, 군자, 천사
6 627 hermit // 종교적 운동자, 은자
7 628 deprive // 빼앗다, 주지않다, 면직하다
8 629 heir // 상속인, 후계자
9 630 be of // ~와 일치하다, 일맥상통하다

10 631 indispensable //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11 632 interconnect // 상호연결하다, 서로 연락하다
12 633 amount // 총계가 ~에 이르다, 결과적으로 ~이 되다
13 634 sever // 절단하다, 자르다, 떼어놓다
14 635 somehow // 아무튼, 어쩐지, 어떻게든 해서



15 636 shrivel // 주름살지게 하다, 시들게 하다, 못쓰게 되다
16 637 lifeblood // 생혈, 원기의 근원
17 638 wither // 시들어죽다, 약해지다, 바래다
18 639 inconsistent //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19 640 inconsequential // 하찮은, 이치에 맞지 않는
20 641 indestructible // 파괴할 수 없는, 불멸의
21 642 outlive // ~보다 오래살다, ~후까지 살아남다, 견디어내다
22 643 dismiss // 해산시키다, 잊어버리다
23 644 demean // 행동하다, 품위를 떨어뜨리다
24 645 congregation // 모임, 회중, 집회
25 646 flock // 떼, 무리, 교회
26 647 accountability // 책임
27 648 compel //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28 649 compelling // 강제적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수 없는
29 650 sympathetic // 동정심있는, 마음에 드는, 교감적인
30 651 willingness // 자진하여 하기, 기꺼이 하는 마음
31 652 spectator // 구경꾼, 관객, 방관자
32 653 admonish // 훈계하다, 권고하다, 경고하다
33 654 deceitful // 기만적인, 사기의, 허위의
34 655 backslide // 되돌아가다, 타락하다, 신앙을 버리다
35 656 immune // 면한, 면제된, 영향을 받지 않는
36 657 waver // 흔들리다, 동요하다, 주저하다
37 658 detach // 떼다, 분리하다, 파견하다
38 659 tactics // 전술, 병법, 술책
39 660 live out // 통근하다, 살아남다, 지탱하다
40 661 profession // 직업, 신앙고백
41 662 discipleship // 제자신분
42 663 nurture // 양육하다, 기르다, 교육

Day18 1 664 minister // 성직자, 섬기다, 기여하다

2 665 midst // 중앙, 한복판, 가운데에
3 666 superficiality // 천박, 피상
4 667 as to // ~에 관하여, ~에 따라서
5 668 chit-chat // 담소
6 669 gut-level // 속말
7 670 disclose // 드러내다, 폭로하다, 털어놓다
8 671 politicking // 정치활동, 선거운동
9 672 flaw // 흠, 약점, 결함

10 673 reciprocal // 상호간, 대등한
11 674 cosmetic // 화장용의, 겉꾸리는, 표면적인
12 675 empathy // 감정이입, 공감
13 676 persecute // 박해하다, 괴롭히다
14 677 despise // 경멸하다, 멸시하다, 혐오하다
15 678 falter // 비틀거리다, 말을 더듬다, 움찔하다
16 679 tangible // 실체적인, 유형의, 명백한, 만져서 알수 있는
17 680 devotion // 헌신, 전념, 기도
18 681 rub in // 문질러 바르다
19 682 rub out // 문질러 지우다
20 683 grudge // 주기 싫어하다, 원한을 품다, 원한, 악의
21 684 retaliation // 앙갚음, 보복
22 685 resolution // 결의, 해결
23 686 immediate // 즉각의, 직접의, 당면한
24 687 supportive // 지탱하는, 협력적인, 격려하는

Day19 1 688 robust // 강건한, 튼튼한, 확고한



2 689 dignity // 존엄, 위엄, 품위
3 690 cultivate // 경작하다, 양성하다, 재배하다
4 691 gloss (over) //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리다, 겉꾸리다, 광택(윤)을 내다
5 692 self-destructive // 자멸적인, 자기파괴적인
6 693 superficial // 표면상, 피상적인, 실질적이지 않은
7 694 ruffle // 구기다, 헝클어뜨리다, 성나게 하다
8 695 underlie // ~의 아래에 있다, 밑바닥에 잠재하다
9 696 thrive // 번영하다, 번성하다

10 697 straightforward // 똑바른, 직접의, 간단한
11 698 appreciate // 진가를 인정하다, 올바르게 인식하다, 고맙게 생각하다
12 699 flattery // 아첨, 듣기좋은 칭찬, 감언
13 700 immorality // 부도덕행위, 악행, 추행
14 701 embarrassment // 난처, 수줍음
15 702 devastation // 황폐하게 함, 유린
16 703 damnation // 저주, 욕설, 악평
17 704 pass off // 얼렁뚱땅 넘기다, 차츰 사라지다
18 705 anything but // 결코 ~이 아니다, ~이기는 커녕
19 706 promiscuous // 난잡한, 불규칙한
20 707 crooked // 구부러진, 기형의
21 708 greedy // 탐욕스러운, 몹시 탐내는
22 709 predatory // 육식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23 710 smugness // 독선
24 711 soothe // 달래다, 위로하다, 고통을 덜어주다
25 712 think less of // ~을 낮게[못하게] 생각하다
26 713 courtesy // 예의, 공손, 호의
27 714 considerate // 사려깊은, 신중한
28 715 bighearted // 관대한
29 716 insecurity // 불안감, 불안정

30 717 EGR (extra grace 
required) // 여분의 은혜가 필요한

31 718 goofy // 바보같은, 얼빠진
32 719 excel // (남을) 능가하다, 탁월하다
33 720 quirk // 변덕, 버릇
34 721 trait // 특성, 유전적 형질
35 722 compatibility // 양립(공존, 조화)가능성
36 723 downplay // 줄잡다, 경시하다
37 724 confidentiality // 기 성 비 성
38 725 disguise // 변장시키다, 숨기다, 감추다
39 726 divisive // 불화를 일으키는
40 727 conviction // 확신, 신념, 유죄판결
41 728 covenant // 계약, 서약, 날인증서
42 729 interdependent // 상호의존적인
43 730 outweigh // ~보다 무겁다, 중대하다

Day20 1 731 rift // 불화, 균열

2 732 testimony // 계명, 증언, 증명, 고백
3 733 warring // 투쟁하는, 적대하는, 교전
4 734 faction // 당파, 파벌, 당쟁
5 735 dispute // 논쟁하다, 논재, 언쟁
6 736 cowardice // 겁
7 737 provoke // 화나게 하다,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8 738 appease // 달래다, 진정시키다, 가라앉히다
9 739 appeasement // 진정, 완화, 유화

10 740 psalm // 찬송가, 성가, 찬가
11 741 ventilate // 공기를 통하다, 말하다, (감정 등을) 나타내다



12 742 unmet // (요구, 목표 따위가) 채워지지 않은
13 743 initiative // 시작, 솔선, 주도
14 744 offender // 범죄자, 남의 감정을 해치는 자, 무례한 자
15 745 then and only then // 다음 다음에만
16 746 get around // 돌아다니다, 극복하다
17 747 fester // (상처가) 곪다, (문제가) 악화되다
18 748 sympathize // 동감하다, 동정하다, 감응하다
19 749 psalmist // 찬송가 작자, 시편 작자, 다윗왕[the P~]
20 750 malicious // 악의있는, 심술궂은, 부당한
21 751 speck // 작은 얼룩, 오점, 작은 조각
22 752 reconciliation // 화해, 조정, 조화, 일치
23 753 defuse // (폭탄의)신관을 제거하다, 위기를 해제하다, 진정시키다
24 754 be consumed with // ~에 불타다
25 755 kindle // 불붙이다, 자극하다, 부추기다
26 756 sarcastic // 빈정대는, 비꼬는
27 757 offensive // 불쾌한, 무례한, 공격적인
28 758 defensive // 방어적인, 변호의
29 759 nag // 성가시게 잔소리하다, 들볶다
30 760 abrasive // 연마용의, 연마재, 신경에 거슬리는, 부아를 돋우는
31 761 stockpile // (만일에 대비한)비축, 사재기
32 762 for the sake of // ~의 이익을 위하여
33 763 arsenal // 무기고, 축적, 재고
34 764 condemn // 비난하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35 765 belittle // 과소평가하다, 얕보다, 흠잡다
36 766 condescend //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듯이 대하다,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하다
37 767 compromise // 타협, 화해, 절충안, 화해시키다, (명예 등을)더럽히다
38 768 beatitude // 더할나위없는 행복, [the B~s](예수님이 가르친) 팔복
39 769 uniformity // 균일성, 획일성
40 770 hatchet // 손도끼, 전투용 도끼
41 771 take sb to court // ~를 고소하다
42 772 for the good of // ~를 위하여, ~의 이익을 위하여
43 773 back down // (의견을) 굽히다, 철회하다, 취소하다
44 774 take priority over // ~보다 우선권을 갖다
45 775 blind spot // 맹점
46 776 blind side // 약점, 사각지대
47 777 third party // 제3자
48 778 begin by // ~으로 시작하다
49 779 shift the blame // 책임을 전가하다
50 780 make excuse // 변명하다
51 781 own up to A // A에 대해 모조리 자백하다, A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다

Day21 1 782 oneness // 단일성, 통일성, 일치, 친 감

2 783 rip // 째다, 찟다, 벗겨내다
3 784 uppermost // 최고의, 최상의, 가장 중요한
4 785 devastate // 황폐시키다, 철저하게 파괴하다
5 786 commission // 위임하다, 명령하다, 위임, 명령
6 787 enumerate // 열거하다, 낱낱히 세다
7 788 disputable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심스러운
8 789 interpretation // 해석, 판단, 통역
9 790 disillusion // 환영을 깨우치다, 환멸을 느끼게하다

10 791 pettiness // 인색함
11 792 legalism // 율법주의
12 793 exclude // 못들어오게 하다, 제명하다, 추방하다
13 794 paltry // 얼마안되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14 795 costly //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희생(손실)이 큰



15 796 vice // 악덕, 부도덕, 결함
16 797 dupe // 속이다, 심한 짓을 하다
17 798 cannibal // 식인종, 동족을 잡아먹는 것
18 799 devour // 게걸스레 먹다, 멸망시키다
19 800 babbler // 수다쟁이, 비 누설자
20 801 counsel // 상담, 조언, 권고하다
21 802 alert // 방심하지 않는, 기민한, 경고하다, 경계시키다
22 803 drudgery // 천연, 고역
23 804 argumentative // 논쟁적인, 토론적인, 따지기 좋아하는

Day22 1 805 outset // 착수, 시초, 발단

2 806 outlast // ~보다 오래가다, ~보다 오래살다
3 807 discern // 식별하다, 분별하다, 깨닫다
4 808 abortion // 유산, 낙태
5 809 distort // 찌푸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6 810 resemblance // 유사, 초상, 외관
7 811 divine // 신의, 신성한, 점치다, 미리 알다
8 812 mindless // 어리석은, 머리를 쓰지않는, 무심한
9 813 clone // 복사한것처럼 똑같은 사람

10 814 misinterpret // 오해하다, 오역하다
12 815 self-absorbed // 자기생각[이익]에 골똘한
13 816 genie // (아라비아에 나오는) 요정, 마귀
14 817 denial // 부정, 자제, 극기
15 818 sanctification // 신성화, 청정화
16 819 on one's own // 스스로, 혼자 힘으로, 단독으로
17 820 willpower // 의지력, 정신력, 결단력
18 821 nudge //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주의를 환기시키다
19 822 inhabitation // 주거, 거주, 서식
20 823 impassible //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둔감한
21 824 rotten // 썩은, 불결한, 부패한
22 825 from the inside out // 내면으로부터의
23 826 monastery // 수도원, 수도사 단체
24 827 wrap up // 매듭짓다, 다 쓰다
25 828 counter-culture // 반문화, 대항문화
26 829 narcissism // 자아도취, 자기애, 자기중심주의

Day23 1 830 infancy // 유년, 유아, 미성년

2 831 persist // 고집하다, 주장하다, 지속하다
3 832 competing value // 경쟁가치
4 833 mediocrity // 평범, 범인, 범재
5 834 autopilot // 자동조종장치
6 835 revert // 되돌아가다, 복구하다
7 836 renewal // 새롭게 하기, 부흥, 재개
8 837 repent // 후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9 838 reason //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이치를 따지다

10 839 creed // 신경, 교의
11 840 conduct // 행위, 지도, 행동하다, 이끌다
12 841 back up with // 입증하다, 확인하다

Day24 1 842 feed on // ~을 먹이로 하다, 먹고 살다

2 843 sanctify // 신성하게 하다, 죄를 씻다
3 844 impart // 나누어주다, 전하다, 가르치다
4 845 adversity // 역경, 불행, 재난
5 846 nourishment // 자양물, 음식, 영양상태
6 847 plague // 역병, 귀찮은 일,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역병에 걸리게 하다
7 848 anorexia // 식욕감퇴, 거식증



8 849 malnutrition // 영양부족, 영양실조
9 850 authoritative // 권위있는, 믿을만한, 강압적인

10 851 flawless // 흠없는, 완벽한
11 852 moonlit // 달빛에 비친, 달밖은
12 853 assimilate // 자기것으로 흡수하다, 동화하다, 소화하다, 이해하다
13 854 parable // 우화, 비유, 비유하여 이야기하다
14 855 sower // 씨뿌리는 사람, 파종기
15 856 receptive // 수용하는, 잘 받아들이는
16 857 distract // (마음을) 흐트러뜨리다, 당황하게 하다
17 858 implant // 꽂아넣다, 박다, 씨뿌리다, 주입하다
18 859 conjure // 마음속에 그려내다, 생각해내다
19 860 contemplate // 심사숙고하다, 곰곰히 생각하다, 묵상하다
20 861 implementation // 이행, 실행, 성취, 완성
21 862 overstate // 과장하여 말하다, 허풍떨다

Day25 1 863 momentary // 순식간의, 시시각각의, 끊임없는

2 864 insulate // 절연하다, 분리하다, 고립시키다
3 865 skate // 스케이트를 타다, (문제 등에) 가볍게 언급하다, 피상적으로 다루다
4 866 bewilder // 당황하게 하다, 어쩔줄 모르게 하다, 혼란시키다
5 867 fiery // 불의, 얼얼한, 성미가 사나운, 거센
6 868 out of options // 선택의 여지가 없는
7 869 slimy // 진흙투성이의, 더러운, 비열한
8 870 sovereign // 군주의, 독립의, 탁월한
9 871 Calvary // [성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Golgotha의 라틴어명)

10 872 blend // 섞다, 융합하다, 조화되다
11 873 seduce // 부추기다, 꾀어 ~하게 하다, 유혹하다
12 874 prostitute // 매춘부, 몸을 팔다, 악용하다
13 875 sterling // 영화의, 믿음직한, 훌륭한
14 876 lineage // 혈통, 계통
15 877 chisel // 끌, 조각칼, 끌로 파다, 조각하다
16 878 sledgehammer // 대장간의 큰 망치, 강력한, 큰 쇠망치로 치다
17 879 jackhammer // 수동 착암기
18 880 impurity // 불순물, 불순한 행위
19 881 silversmith // 은세공인
20 882 exempt // 면제하다, 면제된, 면세자
21 883 prosper // 번영하다, 번창하다
22 884 masochism // 자기학대, 피학적 경향
23 885 spout // 내뿜다, 분출하다
24 886 short-circuit // 단락시키다, 피해지나가다
25 887 circuit // 순회하다, 빙 둘러감
26 888 baffle // 당황하게 하다, 좌절시키다, 허우적거리다, 고투하다
27 889 stick out // 뽀족 나오다, 눈에 띄다, 참고 견디다

Day26 1 890 divinity // 신, 신성

2 891 stumble //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며 걷다
3 892 concise // 간결한, 간명한
4 893 revenge // 복수, 원한
5 894 beware // 조심하다, 경계하다
6 895 greed // 탐욕, 대식
7 896 theft // 훔침, 도둑질, 절도
8 897 wickedness // 사악, 부정, 악의
9 898 deceit // 사기, 기만, 책략

10 899 eagerness // 열의, 열심, 열망
11 900 lustful // 호색적인, 육욕적인, 탐욕스러운
12 901 slander // 중상, 욕설, ~의 명예를 훼손하다, 중상하다



13 902 vile // 비열한, 타락한, 몹시 나쁜
14 903 prohibition // 금지, 금제, 금지령
15 904 deception // 속임, 사기, 기만
16 905 demoralize // 풍속을 문란시키다, 사기를 꺾다, 혼란시키다
17 906 outgrow // 보다 더 커지다, 벗어나다
18 907 arousal // 각성, 자극, 흥분
19 908 lust // 강한 욕망, 정욕, 색욕
20 909 mobster // 폭력(갱)단의 한사람
21 910 bizarre // 기괴한, 이상야릇한
22 911 vulnerable // 상처받기 쉬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23 912 poise // 균형잡히게 하다, 자세를 취하다
24 913 pounce // 갑자기 달려들다, 맹렬히 비난하다
25 914 anticipate // 예기하다, 예상하다, 미리 걱정하다
26 915 boldly // 대담하게, 뻔뻔스럽게, 뚜렷이

Day27 1 916 intensify // 세게 하다, 강렬하게 만들다, 증대하다

2 917 allure // (미끼로) 꾀다, 유인하다, 매혹하다, 마음을 사로잡다
3 918 neutralize // 중립화하다, 무효화하다, 제압하다
4 919 take hold of // <유형무형의 것을> 잡다, 쥐다, 제어[조종]하다
5 920 sting // (바늘·가시 등으로) 찌르다(prick), (독침 등으로) 쏘다
6 921 noble // 고귀한, 고결한
7 922 intake // 받아들이는 곳, 흡입, 통풍구
8 923 indiscriminate // 무차별의, 마구잡이의, 무계획적인, 난잡한
9 924 addiction // 탐닉, 마약중독, 몰두

10 925 budge // 어린양의 모피(안감), [보통 부정구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다;태도·견해를 바꾸다;양

보하다
11 926 conceal // 숨기다, 비 로 하다, 내색하지 않다
12 927 awesome // 무시무시한, 굉장한, 아주 멋진
13 928 ingrained // 〈편견·미신·습관 등이〉 깊이 배어든;뿌리 깊은;타고난, 바탕부터의;철저한
14 929 unconditional // 무조건의, 무제한의, 절대적인
15 930 confide // 신임하다, 비 을 털어놓다, 맡기다
16 931 liberation // 해방, 석방
17 932 glimmer // 희미하게 빛나다, 희미한 빛, 어렴풋한 이해
18 933 humble // 겸손한, 비천한, 남을 비하하다, 교만 등을 꺾다
19 934 defy // 무시하다, 도전하다, 맞서다
20 935 strive // 노력하다, 싸우다, 경쟁하다
21 936 bluff // 허세, 허세부리다, 속이다
22 937 tremble // 떨리다, 전전긍긍하다, 걱정하다
23 938 cocky // 잘난체하는, 건방진
24 939 overconfident // 너무 믿는, 자부심이 강한
25 940 recipe // 조리법, 처방전, 비결
26 941 naive // 순진한, 속기쉬운, 경험이 없는

Day28 1 942 flavor // 풍미, 향미, 맛

2 943 bruise // 타박상을 주다, 상처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3 944 edible // 먹을수 있는, 식용에 알맞은
4 945 beachhead // 교두보, (발전의)발판, 거점, 출발점
5 946 fragment // 부서진 조각, 파편, 일부분, 남은 것
6 947 conversion // 전환, 회심, 귀의
7 948 soften up // (적의) 저항력을 완화시키다, (설득 등으로) 태도를 부드럽게 하다
8 949 completion // 완성, 완료, 달성
9 950 obsess // (망상이) 사로잡다, (귀신이)붙잡다, 괴롭히다

10 951 swiftness // 신속, 빠름
11 952 on-the-spot // 현지의, 즉결의, 현금의
12 953 recur // 되돌아가다, 마음에 다시 떠오르다, (사건이) 재발하다
13 954 revert // 되돌아가다, 복귀하다



14 955 tedious // 지루한, 지겨운, 진저리나는
15 956 burst // 파열하다, 파열, 폭발, 돌발
16 957 erode // 침식하다, 부식시키다, 좀먹다
17 958 boulder // 호박돌, 큰 알돌
18 959 pebble // 조약돌, 자갈
19 960 premature // 조숙한, 시기상조의, 조산아
20 961 depress // 낙담하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21 962 overdue // 지불기한이 넘은, 늦은, 예정일이 지난
22 963 snail // 달팽이, 느리게 움직이다
23 964 ark // 방주, 피난처, 안전한 장소
24 965 persevering // 참을성있는, 굴하지않는, 끈기있는

Day29 1 966 redeem // 되사다, 도로찾다, 구속하다, 속죄하다

2 967 clergy // 성직자들
3 968 nun // 수녀
4 969 chandelier // 샹들리에
5 970 stub // (그루터기, 돌 등에) 채다, (그루터기를) 뽑다
6 971 tack // 압정으로 고정시키다, 부가하다, 덧붙이다
7 972 stagnation // 침체, 정체, 불경기
8 973 stagnate // 흐리지 않다, 괴다, 썩다, 침체하다
9 974 inclination // 경향, 기질, 기울어짐

10 975 hollow // 속이 빈, 오목한, 무의미한, 겉치레의
11 976 wrath // 격노, 복수, 천벌
12 977 Gospel // 4복음서
13 978 unattractive // 사람의 눈을 끌지 않는, 애교 없는, 아름답지 않은
14 979 stutter // 더듬거리며 말하다, 말더듬기
15 980 codependent // 공동의존적
16 981 immoral // 부도덕한
17 982 affair // 사건, 업무, (일시적인 불륜의)정사, 연애사건(love affair)
18 983 suicidal // 자살의, 자멸적인
19 984 impulsive // 충동적인, 고무적인
20 985 to say the least (of it) // 아무리 줄잡아 말하더라도
21 986 eccentric // 별난, 괴벽스러운, 편심의
22 987 hot-tempered // 성급한, 화잘내는
23 988 misfit // 맞지않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Day30 1 989 expertise // 전문적 기술

2 990 burrow // 굴을 파다, 굴에 살다, 잠복하다
3 991 delicate // 섬세한, 우아한
4 992 marvelous // 놀라운, 믿기 어려운, 훌륭한

5 993 acrostic // 아크로스틱 《각 행의 머릿자나 끝 글자를 이으면 말이 되는 유희시》;(일종의) 글자 수

수께끼
6 994 empower // ~에게 권한을 부여하다, ~가 할수있게 하다
7 995 affection // 애정, 호의
8 996 prompting // 격려, 고무, 고취
9 997 listen for // (~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다

10 998 telltale // 증거, 징후, 암시, (자동적으로) 점검 기록[경고, 예고]하는
11 999 check up // 조사하다, 검토하다

Day31 1 1000 utensil // 가구, 성구

2 1001 bestow // 주다, 수여하다, 바치다, 간수하다
3 1002 ludicrous // 웃기는, 가소로운
4 1003 dormant // 잠자는, 잠재하는, 유휴상태의
5 1004 trillion // 1조, 100경
6 1005 digestive // 소화를 돕는, 소화력있는, 소화를 촉진하는
7 1006 odor // 냄새, 악취, 향기
8 1007 quinine // 퀴닌, 말라이아 특효약



9 1008 embalm // 〈시체를〉 향료·약품으로 처리하여 썩지 않게 보존하다, 미라로 만들다
10 1009 embroider // 수놓다, 장식하다
11 1010 engrave // 새기다, 조각하다, 조각판으로 인쇄하다
12 1011 reap // 작물을 베어내다, 수확하다, 성과를 거두다
13 1012 introvert // 내향적인 사람
14 1013 extrovert // 외향적인 사람
15 1014 sanguine // 명랑한, 낙천적인, 다혈질의
16 1015 choleric // 화잘내는, 성마른
17 1016 temperament // 기질, 성질, 체질
18 1017 mimicking // 흉내잘내는, 모방하는
19 1018 vocational // 직업상의
20 1019 afflict // 괴롭히다, 고생시키다
21 1020 brag // 자랑하다, 자랑하며 말하다, 허풍
22 1021 bout // 일시기간, 한바탕 승부, 한차례의 일

Day32 1 1022 covet // 〈남의 물건 등을〉 몹시 탐내다, 바라다, 갈망하다

2 1023 peg // 못, 말뚝, 마개
3 1024 standardize // 표준에 맞추다, 획일화하다
4 1025 denominational // 종파의, 교파의, 명목상의
5 1026 bias // 선입견, 편견, 엇갈린
6 1027 manifest // 명백한, 명백하게 하다, 나타나다
7 1028 exploration // 답사, 탐험, 조사
8 1029 extract // 뽑다, 추출하다, 끌어내다
9 1030 in hindsight //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 1031 commend // 기리다, 칭찬하다
11 1032 malign // 해로운, 악의있는, 헐뜯다
12 1033 exaggeration // 과장, 과대시, 과장된 표현
13 1034 commendation // 칭찬, 추천
14 1035 aflame // 불타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 열의에 불타
15 1036 afresh // 새로이, 신규로, 다시
16 1037 atrophy // 쇠약, 퇴화, 쇠약해지다
17 1038 tarnish // 흐리게 하다, 변색시키다

Day33 1 1039 jockey // 기수, 운전자, 기수로서 일하다, 사기치다, (~을 얻으려고) 책략을 쓰다

2 1040 ditch // 수도, 도랑, 배수구
3 1041 entangle // 뒤얽히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혼란시키다
4 1042 enlist // 모병하다, 입대시키다, 입대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다
5 1043 sensitivity // 민감도, 반응성
6 1044 spontaneity // 자발성, 자연스러움
7 1045 dedication // 봉헌, 기부, 헌신
8 1046 mundane // 현세의, 실제의, 세계의
9 1047 leper // 나병환자,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

10 1048 remorse // 후회, 양심의 가책, 자책
11 1049 improvise // 즉석에서 (연주, 연설, 제작)하다
12 1050 vow // 맹세하다, 맹세
13 1051 notoriety // 악명, 악평
14 1052 Pharisee // 바리새 사람, 형식주의자
15 1053 in the limelight // 각광을 받고, 눈에 띄게, 남의 주목을 끌고
16 1054 Potiphar // 보디발
17 1055 addict // 중독되게 하다, (악습에) 빠지게 하다
18 1056 obscurity // 불분명, 무명, 은둔
19 1057 disturbed // 마음이 불안한, 정신장애가 있는, [the~] 정신장애자
20 1058 incontinent // (대소변)실금의, 자제[억제]할 수 없는;〈비  등을〉 지키지 못하는 《of》

Day34 1 1059 mindset // 사고방식

2 1060 bargain // 흥정하다, 계약하다



3 1061 confront // 직면하다, 맞서다, 대비(비교하다)(with)
4 1062 inferior // 하위의, 열등한, 하급자
5 1063 mutual // 서로의, 상호의, 공통의
6 1064 moonlight // 달빛, (밤에)부업을 하다, 야반도주하다
7 1065 allegiance // 충성, 충성의 의무
8 1066 sidetrack // 대피선, 탈선, (주제에서)벗어나다, (사람을)탈선시키다
9 1067 amass // 쌓다, 모으다, 축적하다

10 1068 insecure // 불안정한, 불안한, 확신이 안가는, 걱정스러운
11 1069 devoid // 결여된, ~이 없는, (사람에게서) ~을 빼앗다(of)
12 1070 yardstick // 야드 자, 판단·비교의 표준[척도]
13 1071 compassionate // 인정많은, 동정적인, 특별배려에 의한
14 1072 plaque // 액자, 장식판, 명판
15 1073 validate // 정당성을 입증하다, 실증하다, (문서를) 허가하다

16 1074 flaunt // 〈부·지식 등을〉 과시하다, 〈기 등을〉 펄럭이게 하다, 〈규칙을〉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Day35 1 1075 recognition // 인식, 인지, 허가

2 1076 chronic //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3 1077 hereditary // 유전성의, 유전적인, 대물림의
4 1078 disposition // 배열, 양도, 성질
5 1079 idolize // 우상숭배하다
6 1080 arrogance // 거만, 불손, 오만
7 1081 whittle // 베다, 자르다, (비용을) 덜다, 감하다
8 1082 odd // 이상한, 홀수의, 남은, 남은것(odds)
9 1083 weave // 짜다, 엮다, 뜨다

10 1084 quip // 빈정대다, 조롱하다, 빈정대는 말
11 1085 snowflake // 눈송이
12 1086 frail // 무른, 약한, 깨지기 쉬운
13 1087 tablet // 판, 현판, 서판
14 1088 self-esteem // 자존심, 자부심
15 1089 valor // 용기, 용맹, 무용
16 1090 vulnerability // 상처받기 쉬움, 약점, 취약성
17 1091 liberate // 자유롭게 만들다, 해방하다
18 1092 endear // 사랑받게 하다, 사모하게 하다, 가격(가치)을 높게 하다
19 1093 repel // 쫓아버리다, 떨쳐버리다, 억제하다
20 1094 credibility // 진실성, 신용
21 1095 invincible //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극복할 수 없는
22 1096 dislocate // 탈구시키다, 뒤틀리게 하다

Day36 1 1097 representative // 대표자, 대리인

2 1098 reconcile // 화해시키다, 조정하다, 일치시키다
3 1099 mandatory // 강제적인, 의무적인
4 1100 withhold // 억누르다, 보류하다
5 1101 evangelist // 복음서 저자, 복음전도자
6 1102 ascend // 오르다, 올라가다, (음이)높아지다
7 1103 preach // 설교하다, 전도하다, 선전하다
8 1104 diversion // 전환, 딴데로 돌림
9 1105 rural // 시골의, 전원의, 촌티나는

10 1106 relive // 소생하다, (상상으) 상기하다, 재현하다

Day37 1 1107 verdict // 평결, 판결

2 1108 theologian // 신학자
3 1109 bypass // 우회도로, 보조관, 우회하다, 우회도로를 내다
4 1110 jog // 살짝 다, 일깨우다, 출발하다
5 1111 champion // 옹호자(투사자)로서 활동하다, 옹호하다,
6 1112 infertility // 불모, 불임
7 1113 defenseless // 무방비의, 누명을 쓴 사람



8 1114 apathetic // 무감각한, 냉담한
9 1115 magnifier // 확대하는 사람, 확대경,돋보기

Day38 1 1116 contagious // 전염성의, 생태집단을 형성한

2 1117 diverse // 다른 종류의, 여러가지의, 다양한
3 1118 virtual // 사실상, 가상의
4 1119 conglomerate // 둥글게 뭉친, 집성체, 합병하다, 응집하다, 대기업(~s)
5 1120 intercontinental // 대륙간의, 대륙을 잇는
6 1121 hands-on // 실지 훈련용의, 실제의
7 1122 sequential // 잇달아 일어나는, 순차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8 1123 thrust // 다, 억지로 시키다, 내몰다, 추방하다

Day39 1 1124 pentathlon // 5종 경기

2 1125 pass on // 지나가다, 다음으로 돌리다, 전달하다, 시간이 경과하다

3 1126 footnote // 각주, 각주를 달다
4 1127 inductive // 귀납적, 반응을 유발하는
5 1128 disentangle // 엉킨것을 풀다, 혼란에서 풀어내다, 해방하다
6 1129 atonement // 보상, 속죄, 죄값

Day40 1 1130 prevail // 우세하다, 이기다, 보급되다, 효과를 나타내다

2 1131 reverent // 경건한, 숭상하는
3 1132 friendliness // 우정, 친선, 친목, 호의
4 1133 divert // ~을 ~로 전환하다, 딴데로 돌리다
5 1134 outpour // 흘러나오게 하다, 유출하다
6 1135 eulogy // 찬사, 고인에 대한 송덕문
7 1136 measure up to // (희망이상표준 등에) 들어맞다, …에 달하다;…에 일치(부합)하다
8 1137 sear // 태우다, 그슬리다, 화상을 입히다
9 1138 branding iron // 낙인찍는 쇠도장, 낙철

10 1139 epitaph // 비석의 문장, 비문, 사람의 최종적 판단
11 1140 throne // 왕좌, 하나님의 자리



� 정식� 출간된�영어�원서별�단어장,� 「원서�읽는�단어장�시리즈」를�만나보세요!

 
▶�책�보러�가기� (클릭)� ◀

「원서�읽는�단어장」� 시리즈는...
영어원서�독자들이�보다�쉽고�재미있게�원서를�읽을�수�있도록� 도와주는,�원서�읽기의�최고의�친구입니다!

▶�원서에�나온�어휘들�완벽�정리! ▶� Comprehension� Quiz와� 다양한� Activity!

�원서�읽는�단어장�수익금의�일부는�불우한�환경의�어린이들에게�영어�도서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월드비전�가정�개발�사업에�기부)

http://book.interpark.com/display/collectlist.do?_method=ListSeriesBook&sc.seriesNo=8808&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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