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cabulary 
Autism (n) 자폐증 
Assistant (n) 조수, 보조원 
BFF (expression) Best Friends Forever 한국에서 “베프”정도로 해석하면 될 듯 
Obsessed with (adj) ~에 사로잡힌 
Parse (v)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다 
Scattered (adj) 드문드문 있는, 산재한; 산발적인 
Appreciate (v) 진가를 알아보다, 고마워하다 
Impaired (adj)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Get away with anything (expression) 무엇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Ubiquitous (adj)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Altitude (n) (해발) 고도 
Mutter (v) (특히 기분이 나빠서) 중얼거리다 
Wave at (v) …을 향해 손을 흔들다 
Obsession (n) 강박 상태; 집착 
Tirelessly (adv) 지칠 줄 모르는 
Hooked (adj) 중독된 
Inanimate (adj) 무생물의 
Affection (n) 애착, 보살핌 
Soothing (adj) 달래는, 위로하는, 누그러뜨리는, 진정하는 
Puckish (adj) 장난기 많은 
Have marbles in mouth (expression) 숙어는 아니지만, ‘입에 구슬을 문 것처럼 말하다’ 즉 발음이 

부정확하다를 의미; Mark Zuckerberg speaking Mandarin sounds like a '7-
year-old with a mouth full of marbles' 

Enunciate (v) (또렷이) 말하다 
Tempted (adj) If you say that you are tempted to do something, you mean that you 

would like to do it. 
Predictable (adj) 예측할 수 있는 
Brusque (adj)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Be] entitled to (expression) …할 권리 가 있는. 
Emphatically (adv) 강조하여; 힘차게; 단호히 
Neurotypical (adj) Having a normal (gloss, usual, ordinary) way of processing sensory, 

linguistic, and social information; used especially to contrast with autistic. 
Obnoxious (adj) 아주 불쾌한, 몹시 기분 나쁜 
Egg (v) 선동하다, 충동하다, 부추기다, 격려하다(incite) ((on)) 
Spew (v) 뿜어져 나오다, 분출되다; 뿜어 내다, 분출하다 
Expletive (n) (화가 나거나 아파서 내뱉는) 욕설 
Sniff (v) 훌쩍이다 
Chatter (v) 수다를 떨다, 재잘거리다 
Nonjudgmental (adj) (도덕 문제에서) 개인적 판단을 피하는 



  

Elicit (v) (정보·반응을 어렵게) 끌어내다 
Crack [someone] up (expression) ~를 몹시 웃기다 
Chummy (adj) 아주 다정한 
Merely (adv) 한낱, 그저, 단지 
Momentary (adj) 순간적인, 잠깐의 
Diversion (n)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 
Admittedly (adv) 인정하건대 
Red-eared slider (n) 붉은귀거북 
Diamond-backed terrapin (n) 테라핀(북아메리카의 강·호수에 사는 작은 거북) 
Trajectory (n) 탄도, 궤적, 궤도 
Uppermost (adj) 가장 중요한 
Companionship (n) 동료애, 우정 
Overwhelming (adj) 압도적인, 너무도 강력한, 저항하기 힘든 
Sidekick (n) 조수 
Matter-of-fact (expression) (특히 감정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 표

현 없이) 사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