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cabulary Definition 

1 
Benevolent (adj.) 

자애로운 

Well-meaning and kind 

선의로 가득한, 착한 

2 
Malevolent (adj.) 

악의적인 

Demonstrating a desire to act cruelly towards or harm others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잔인하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 

3 
Hierarchy (ab n.) 

계급 

A system in which members of an organisation or society are ranked according to relative status or authority 

신분이나 지휘에 따라서 사회의 개개인이 나눠지는 제도 

4 
Knave (n. & adj.) 

정직하지 못한 사람 

A dishonest or unscrupulous person 

정직하지 못하거나 부도덕한 사람 

5 
Shrewd (adj.) 

재빠른 

Having or showing sharp powers of judgement; astute. Sometimes used as an insult 

빠르고 날카로운 판단을 보여주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 영악한. 가끔 모욕적인 말로 쓰인다.  

6 
Nuptial (adj.) 

결혼과 관련된 / 결혼 생활의 

Describing the various activities and festivities all associated with weddings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나 축제를 설명하는 단어 

7 
Constraint (n.) 

제약 

A limitation or restriction, usually placed upon people 

국한, 제한. 대부분 사람들에게 쓰인다.  

8 
Mirth (ab n.) 

즐거움 

Amusement and excitement especially as expressed in laughter 

즐거움이나 놀라움, 대부분 웃음으로 표현됨. 

9 
Enamored 

사랑에 빠진 

Demonstrating feelings of love and admiration  

사랑이나 존경을 느낌 

10 
Melancholy (ab n.) 

멜랑콜리 / 구슬픈 

A feeling of pensive sadness and dejection 

깊은 슬픔이나 낙담을 느낌 

   
 

11 
Identity (ab n.) 

정체성 

The unique characteristics determining who or what a person or thing is 

사람이나 물건을 정의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징 

12 
Parody (ab n.) 

패러디 

An imitation with a deliberate exaggeration for comedy value 

코미디 가치를 고의적으로 과장 한 모방 

13 
Infatuation (ab n.) 

사랑에 푹 파진 상태 

A shallow but extremely intense form of love that is short-lived 

짧고 가볍지만 강렬한 사랑 

14 
Patriarchy (ab n.) 

가부장제 

A system of society in which men hold the power and women are largely excluded from it 

남성이 권력을 잡고 여성이 대부분 배제되는 사회 시스템 

15 
Submissive (adj.) 

순종적인 

Ready to conform to the authority or will of others; meekly obedient or passive 

지휘에 잘 따르는, 다른 사람을 잘 따르는; 수동적인 

16 
Elopement (n.) 

가출 / 도망 

To run away in order to secretly get married 

비밀리에 결혼하기 위해 도망감 

17 
Domineering (adj.) 

지배하려 드는 
To assert one’s will over another in an aggressive and forceful way 

자기 자신의 뜻이나 의지를 강압적이고 공격적이게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의지나 뜻을 무시하고) 

18 
Vexation (ab n.) 

성가심 

The state of being annoyed or frustrated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상태 

19 
Feign (v.) 

가장하다 

To pretend 

~인 척 하다 

20 
Beguile (v.) 

구슬리다 

To charm or enchant (someone), often in a deceptive way 

남을 유혹하거나 설득하다. 대부분 속이려는 행동.  

   
 

21 
Cunning (adj.) 

교활한 

Demonstrating skill in achieving one’s goals through deceit or planning 

계획이나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22 
Entreat (v.) 

간청하다 

To ask someone earnestly or anxiously t for, or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묻는 행동 

23 
Befall (v.) 

닥치다 

When something especially bad has happened to someone, seemingly through poor luck 

좋지 않은 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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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gotistical (adj.) 

자기 중심의 / 이기적인 

Excessively absorbed in one’s self and cannot see beyond their perspective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빠진 상태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선 생각 하지 못하는 

25 
Inhibitions (ab n.) 

어색함 

A feeling that makes one self-conscious and unable to act in a relaxed and natural way 

위축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그러한 감정 

26 
Restraints (ab n.) 

규제 

A limitation or restriction 

한계나 제한 

27 
Paramour (ab n.) 

연인 

A person someone is both in love with and fascinated by. Used as inspiration for art 

서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  

28 
Idolatry (ab n.) 

우상숭배 

Extreme and excessive admiration, love, or worship for something or someone 

어떠한 것이나 사람에 대한 극심한 사랑, 존경, 숭배 

29 
Deception (ab n.) 

속임수 

The act of deceiving or ticking someone 

어떤 사람을 속이는 행동 

30 
Malicious (adj.) 

악의 적인 

Intent on doing harm to another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지 

   
 

31 
Honour (ab n.) 

명예 / 영광 

Actions or position which brings high levels of respect and esteem 

높은 존경을 받는 행동이나 위치 

32 
Ethereal (adj.) 

천상의 

Extremely delicate and light in a way that seems not to be of this world 

매우 가볍고 섬세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33 
Innocence (ab n.) 

결백  / 순수 

Lack of corruption or guilt. Associated with a state of not-knowing  

오염되지 않은. 무지와 연결 되어 있다.  

34 
Experience (ab n.) 

경험 

Having been exposed to the harsh realities of the world through living; knowing and having gained knowledge  

삶을 통해 세상의 가혹한 현실에 노출되었습니다. 알고 지식을 얻음  

35 
Awareness (ab n.) 

의식 

A person’s knowledge or perception of a situation or fact 

어떠한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자각이나 지식 

36 
Fantasy (n.) 

판타지 

Imagining impossible or unrealistic things. In literature this is linked to magic and adventure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하는 것. 문학에서는 대부분 마법이나 모험에 관련된 것이다.  

37 
Radiant (adj.) 

빛나는 

Releasing a glowing light; shining brightly in a beautiful way 

빛을 발산하는 것. 아름답게 빛나는 것. 

38 
Illusion (ab n.) 

일루전 / 환각 

A false or misinterpreted perception. This can be accidental or created 

진짜가 아닌 자각 

39 
Disorder (ab n.) 

엉망 

A state of confusion or chaos; the break-down of normal law-abiding behaviour 

혼돈이나 혼란으로 가득 찬 상황; 준법 적인 행동에 반하는 것. 

40 
Tumultuous (adj.) 

떠들썩한 

Turbulent and lacking calm; a state of confusion and disaster 

사나운, 평온하지 않은; 혼란스럽고 재앙 스러운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