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Charlotte's web 영어 원서 단어장 

        

 Charlotte's web

- 거미 '샬롯'과 꼬마 돼지 '윌버'가 서로의 삶을 발전시켜주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

-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샬롯의 거미줄>이 2007년에 개봉!

- 『스튜어트 리틀』의 작가 E.B. White의 또 다른 이야기!

- 원서를 읽어본 경험이 없어도 도전할 만합니다! 

  단어장을 활용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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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 [rʌnt] n. 작은 동물

pitcher [pítʃər] n. 물 주전자

yell [jel] v.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n. 외침소리, 부르짖음

sop [sɔp] v. 흠뻑 젖다; 빨아들이다, 스며들다, 담그다

weakling [wíːkliŋ] n. 병약자, 약한 사람, 약골

runty [rʌ́nti] a. 발육 불량의, 꼬마의

queer [kwiər] a. 별난, 기묘한, 이상한

carton [kɑ́ːrtən] n. 큰 상자, (운송용) 판지 상자

plaster [plǽstər] n. 회반죽, 벽토; v. ~에 회반죽을 바르다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lid [lid] n. 뚜껑; vt. 뚜껑을 덮다, 씌우다

be along (구어) (비교적 가까운 곳에) 가다, 오다, (┅에) 도착하다

pop [pɑp/pɔp]
① v. 뻥하고 소리 나다; 휙 들어오다, 불쑥 움직이다; n. 뻥 하는 소리 ② 

(구어) n. 아버지, 아저씨

nipple [níp-əl] n. 젖꼭지, 유두

honk [hɔːŋk,hɑŋk] v. 경적을 울리다; (기러기가)울다; n. 자동차 경적 소리, 기러기의 울음소리

slip [slip] v. 살짝 건네다, 살짝 넣다(into) ; 미끄러지다(뜨리다), 벗겨지다.

blissful [blísfəl] a. 더 없이 행복한, 기쁨에 찬 (ad. blissfully)

dreamy [dríːmi] a. 꿈같은, 멋진; 어렴풋한, 덧없는, 환상에 잠기는; ㉺dreamily ―ad.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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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sh [blʌʃ] vi. 얼굴을 붉히다; n. 얼굴을 붉힘, 홍조

stroke [strouk] ① 타격, 일격, 치기; ② vt.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주름을 펴다; n. 쓰다듬기, 달램

bib [bib] n. 턱받이, 가슴 받이; (에이프런 따위의) 가슴 부분

adore [ədɔ́ːr] vt. 숭배하다, 동경하다, 찬미하다

woodshed [wúdʃe ̀d] n. 목재 헛간

straw [strɔː] n. 짚, 밀짚; 스트로, 빨대

grunt [grʌnt] v. (돼지 따위가) 꿀꿀거리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으르렁거리며 말하다

peer [piər] ① n. 동료, 동등한 사람; ② vi.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into; at)

snout [snaut] n. (돼지·개·악어 등의) 삐죽한 코, 주둥이



                                                                      

crawl [krɔːl]
vi. 기어가다, 네발로 기다, 포복하다; 구물구물 움직이다, 서행하다; (벌레 따

위가) 우글거리다, 들끓다; n. 포복, 기어감

enchant [entʃǽ(ɑ́ː)nt] vt. 매혹하다, 황홀케 하다

lash [læʃ] n. 속눈썹(eyelash)

brook [bruk] ① n. 시내, 개천; ② 견디다, 참다

tag [tæg]
①  n. 꼬리표, 물표, 번호표; v. 표를 붙이다;

② v. 붙어 다니다, 쫓아다니다; n. 술래잡기

wade [weid] vi. (강 따위를) 걸어서 건너다; 힘들여 걷다, 고생하며 나아가다

oozy [u ́ːzi] a. 진흙의, 진흙을 포함하는; 질척질척한, 줄줄 흐르는

scrap [skræp]
n. 작은 조각, 토막, 파편; 찌꺼기, 먹다 남은 음식; vt. 부스러기로 만들다, 지

스러기로 하여 버리다, 버리다, 폐기하다

barn [bɑːrn] n. (농가의) 헛간, 광

manure [mənjúəːr] n. 거름, 비료, 똥거름; vt. ~에 비료를 주다, 땅을 갈다

pile [pail] n. 쌓아 올린 것, 더미

cellar [sélər] n. 지하실, 땅광,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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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iration [pə̀ːrspəre ́iʃə] n. 땀; 발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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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le [ǽksəl] n. (차륜의) 축, 차축

loft [lɔːft,lɑft] n. 지붕밑 방(attic), 다락방

pitch [pitʃ] ① 던지다, 내던지다; ②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다, 처박다, 세우다;

③ n. 던짐, [야구] 투구; 정도, 도; [음악] 음조, 음의 고저

stall [stɔːl]
n. 마구간, 외양간의 한 칸; 매점, 노점, 진열대;

vt. 마구간에 넣다; 오도가도 못 하게 하다

tie-up [táiʌ̀p] n.  정체, 막힘, 불통, 마비; (미국 방언) 외양간

sheepfold [- ́fòuld] n. 양우리

pigpen [-́pe ̀n] n. 돼지우리

scythe [saið] n. (자루가 긴) 큰 낫

pail [peil] n. 들통, 버킷(bucket)

rusty [rʌ́sti] a. 녹슨

swallow [swɑ́lou] ① vt. 들이켜다, 삼키다, 꿀꺽 삼키다; ② n. 제비

milking [mílkiŋ] n. 젖 짜기

stool [stuːl] n. 걸상



                                                                      

discard [diskɑ́ːrd] vt. 버리다

trough [trɔ(ː)f,trɑf] n. 구유, 여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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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h [itʃ] n. 가려움; vi. 가렵다, 근질근질하다

squeeze [skwíːzəb-əl] vt. 죄다, 압착하다, 꽉 쥐다

chuckle [tʃʌ́kl] vi. 낄낄 웃다; (혼자서) 기뻐하다; n. 낄낄 웃음, 미소

orchard [ɔ́ːrtʃərd] n. 과수원

root [ruːt,rut] vt. 뿌리째 뽑다; v. 뿌리박다, 정착하다; n. 뿌리

sod [sɑd/sɔd] n. 잔디.

radish [rǽdiʃ] n. [식물] 무

oat [out] n. 귀리

prance [præns,prɑːns] vi. (뒷다리로) 껑충거리며 나아가다, 날뛰며 나아가다; n. 도약, 활보

stroll [stroul] n. 산책; vi. 산책하다, 한가롭게 거닐다

twirl [twəːːrl] v. 빙빙 돌다, 회전하다, 비비꼬다; n. 회전, 빙빙 돎, 선회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racket [rǽkit n. 떠드는 소리, 큰 소리, 야단 법석; n. 라켓

holler [hɑ́lər] v. 고함지르다, 외치다, 투덜대다, 불평하다; n. 외침, 큰 소리, 고함

cocker spaniel n. 코커 스패니얼(사냥·애완용 개)

commotion [kəmo ́uʃən] n. 동요, 흥분, 소동, 소요, 폭동

chase [tʃeis] n. 추적; 추구, 추격, 사냥; v. 쫓다, 추적하다, 추격하다

shed [ʃed] n. 헛간, 창고

asparagus [əspǽrəgəs] n. [식물] 아스파라거스

patch [pætʃ] n. 헝겊 조각; 단편, 파편; vt. 헝겊을 대고 깁다; 주워 맞추다

slop [slɑp/slɔp] v. 엎질러지다, 엎질러서 더럽히다; n. 엎지름, 흙탕물, 진창; 음식찌꺼기, 돼지사료

prick [prik] v. (바늘 따위로) 찌르다, 쑤시다; n. 찌름, 쑤심

pen [pen] ① n. 펜; ② vt. 우리에 넣다; 가두다, 감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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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ge [dɑdʒ/dɔdʒ] v. 홱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n. 살짝 몸을 피하기; 속임수, 발뺌

sprang [spræŋ] spring 의 과거

spring [spriŋ] vi. 튀다, 솟아오르다; n. 봄, 튀어 오름, 용수철



                                                                      

hind [haind] a. 후방의; (the hind leg: 짐승의 뒷다리)

gander [gǽndər] n. 거위의 수컷

rooster [ru ́ːstəːr] n. 수탉

daze [deiz] v. 멍하게 하다, 아찔하게 하다; 현혹시키다, 눈부시게 하다; n. 멍한 상태

hullabaloo [hʌ́ləbəlùː] n. 왁자지껄, 떠들 썩, 큰 소란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n. 공연한 소란, 안달함

middling [mídliŋ] n. (보통 pl.) (밀기울 섞인) 거친 밀가루; 2급 품(상품의 중등품)

popover [pɑ́po ̀uvər] n. 살짝 구운 과자의 일종

tap [tæp] ① v. 가볍게 두드리다; n. 가볍게 두드리기; ② n. 주둥이, (수도 등의) 꼭지

lure [luər] vt. 유혹하다, 유인해내다' n. 매력, 매혹, 유혹물

fetch [fetʃ] vt. (가서) 가져오다, 데려오다, 불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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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p [drip] v.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 흠뻑 젖다

eaves [iːvz] n. pl. 처마, 차양. (단수로 eave를 쓰는 경우도 있음)

crooked [krúkid] a. 구부러진, 비뚤어진; 마음이 비뚤어진, 부정직한

crook [kruk] vt. 구부리다, (활처럼) 굽히다; n. 굽은 것, 갈고리

lane [lein] n. 좁은 길, 골목, 작은 길

thistle [ɵísl] n. [식물] 엉겅퀴(스코틀랜드의 국화)

pigweed [-́wìːd] n. [식물] 명아주·비름 등의 잡초

spatter [spǽtəːr] v. 튀(기)다, 흩어지다; n. 튀김, 튀기는 소리, 후두두 하는 소리

gush [gʌʃ] n. 분출, 솟아나옴; vi. 세차게 흘러나오다, 분출하다

downspout [- ́spàut] n. 세로 홈통

graze [greiz] v. 방목하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n. 방목, 목축

meadow [médou] n. 목초지, 풀밭

fold [fould] ① n. 주름; vt. 접다, 포개다; ② n. (양의) 우리; vt. (양을) 우리에 넣다

skim [skim] vt. 스쳐지나가다, 미끄러지듯 가다; 위에 뜬 찌끼를 걷어내다; n. 피막, 얇은 층

skim milk n. 탈지 우유(지방을 뺀 우유)

crust [krʌst] n. (빵)껍질, 딱딱한 외피

raisin [réiz-ən] n. 건포도

shred [ʃred] v. 조각조각으로 찢다, 갈가리 찢다; n. 끄트러기, 조각, 파편



                                                                      

trench [trentʃ] n. 도랑, 해자, 호; v. 도랑을 파다, (홈 따위를) 새기다

paring [pɛ́əriŋ] n. (pl.) 자른 부스러기; (단수 형태) 벗긴 껍질, 껍질 벗기기, 깎기

gravy [gre ́ivi] n. 고기국물, 고기국물 소스

scraping [skréipiŋ] n. (보통 pl.) 깍은 부스러기; 쓰레기

stale [steil] a. (음식 따위가) 상한, 신선하지 않은

hominy [hɑ́məni] n.[미국] 묽게 탄 옥수수(죽)

provender [prɑ́vindər] n. 여물, 꼴, 음식물; vt. 여물을 주다

prune [pruːn]
① vt. (가지·뿌리 등을) 잘라내다, 치다; ② 서양 자두, 말린 자두;

③ (구어)바보, 얼간이

morsel [mɔ́ːrs-əl] n. 가벼운 식사, 맛난 음식

marmalade [mɑ́ːrməlèid] n. 마멀레이드(오렌지·레몬 등의 껍질로 만든 잼)

dripping [drípiŋ] n. (pl.) 똑똑 떨어짐, 물방울; a. 똑똑 떨어지는, 흠뻑 젖은

honestly [ɑ́nistli] ad. 정말로, 정직하게 말해서, 거짓 없이

budge [bʌdʒ] v. 몸을 움직이다, 조금 움직이다

toasty [to ́usti] a. 훈훈하게 따뜻해진; 알맞게 구워진

flibbertigibbet [flíbərtidʒìbit] n. 경박한 사람, 수다쟁이

hatch [hæʧ] v. 부화하다, (알을) 까다, (알을) 품다; n. 부화

gosling [gɑ́zliŋ] n. 새끼 거위

woodpecker [wúdpe ̀kəːr] n. 딱따구리

slanting [slǽntiŋ] a. 경사진, 기운

slant [slænt/slɑːnt] n. 경사, 비탈; a. 기울어진, 비스듬한; v. 기울(게 하)다, 경사지(게 하)다

stairway [stɛ́ərwe ̀i] n. 계단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frolic [frɑ́lik] n. 장난, 까불기, 흥겨워 떠들며 놀기; vi. 들떠서 떠들다, 야단법석 떨다, 장난치다

sourly ad. 불쾌하게, 찌무룩하게; 시큼하게, 음침하게

gnaw [nɔː] v. 쏠다, 갉다, 물다

glutton [glʌ́tn] n. 대식가, 폭식가

crept [krept] creep 의 과거, 과거 분사

creep [kriːp] vi. 기다, 포복하다, 살금살금 걷다; n. 김, 포복; (보통 the ∼s) 섬뜩한 느낌

stealthy [ste ́lɵi] a. 남의 눈을 피하는, 살금살금 하는, 비밀의 ㉺stealthily ―ad.

crafty [krǽfti] a. 교활한, 간악한, 교묘한, 능란한



                                                                      

cunning [kʌ́niŋ] a. 잘된, 교묘하게 연구된; 약삭빠른, 교활한

dreary [dríəri] a. 쓸쓸한, 황량한, 음산한, 울적한

soaked [soukt] a. 함빡 젖은; 배어든

soak [souk] v. 젖다, 잠기다, 흠뻑 젖다; 스미다, 빨아들이다

dejected [didʒéktid] a. 기운 없는, 낙담한, 풀 없는

deject [didʒe ́kt] vt. 기를 죽이다, 낙담시키다

sulphur [sʌ́lfər] n. <英> 유황 (=sulfur)

molasses [məlǽsiz] n. (단수취급) 당밀

cud [kʌd] n. 새김질감 (반추 동물이 제1위에서 입으로 게워 내어 씹는 음식물)

rattle [rǽtl]
① v. 덜걱덜걱 소리 나다, 덜걱 거리며 움직이다;

② vi. (구어) 흥분시키다, 놀라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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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ring [stə́ːriŋ] a. 혼잡한, 떠들썩한

clash [klæʃ] v. 충돌하다, 부딪치는 소리를 내다; n. 충돌, 서로 부딪치는 소리

yawn [jɔːn] vi. 하품하다; n. 하품, 입을 크게 벌림

errand [é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vane [vein] n. 바람개비, 날개

faint [feint] a. 희미한, 약한, 기절할 것 같은; vi. 기절하다, 졸도하다

gleam [gliːm] vi. 번쩍이다, 빛나다; 미광을 발하다; n. 어렴풋한 빛, 미광, 번득임

tuck [tʌk] ①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ledge [ledʒ] n. (벽에서 돌출한) 선반; 쑥 내민 곳, 바위 턱

party [pɑ́ːrti] n. 모임, 파티; 당, 당파; 일행

address [ədrés] ① n. 받는 이의 주소; ② n. 인사말, 연설, 강연;

③ vt. (…에게) 말을 걸다; (청중에게) 연설[강연]하다

meek [miːk] a. 순한, 유순한, 온순한

lick [lik] vt. 핥다; 스치다, 넘실거리다

waddle [wɑ́dl/wɔ́dl] vi. 뒤뚱거리며 걷다, 어기적어기적 걷다

salutation [sæ̀ljətéiʃ-ən]
n.  인사(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이는 인사. 지금은 보통 greeting을 씀); 인사

말, 편지의 서두

fancy [fǽnsi] n. 공상, 상상; 좋아함; a. 공상의, 상상의; vt. 공상하다, …라고 생각하다

at all [부정문] 조금도 (…아니다); [긍정문] 어쨌든, 하여간

gumdrop [gʌ́mdrɑ̀p] n. 드롭스의 일종 (젤리 모양의 캔디)



                                                                      

flashy [flǽʃi] a. 번지르르한; 번쩍이는, 섬광 같은

blunder [blʌ́ndər] vi. 큰 실수를 범하다; 머뭇거리다 (blundering a. 실수하는, 서투른, 어색한)

tangle [tǽŋg-əl] n. 엉킴, 얽힘; vt.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dive [daiv] v. 돌진하다, 달려들다; 뛰어들다; n. 뛰어듦, 다이빙; 탐구, 전념

plunge [plʌndʒ] vt. 던져 넣다, 던지다, 찌르다; vi. 뛰어들다, 돌입하다, 잠수하다

rear [riəːr] ① n. 뒤, 배면, 후방; a. 후방의; ② vt. 기르다, 사육하다

detest [ditést] vt.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gasp [gæsp,gɑːsp] v.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놀람 따위로) 숨이 막히다

moth [mɔ(ː)ɵ,mɑɵ] n. 나방

cockroach [kɑ́kròutʃ] n. [곤충] 바퀴벌레; (미국속어) 자잘한 일로 몹시 바쁜 사람

gnat [næt] n. 피를 빨아 먹는 작은 곤충, 각다귀

midge [midʒ] n. (모기, 각다귀 등) 작은 날벌레

daddy-longlegs [dǽdilɔ́ːŋlegz] n. (pl. ∼) [미국] 장님거미(harvestman); 꾸정모기(crane fly)

centiped [se ́ntəpìːd] n. [동물] 지네

cricket [kríkit] n. 귀뚜라미

trap [træp] n. 덫, 함정; v. 덫을 놓다

inheritance [inhéritəns] n. 상속, 계승, 유산

on the whole 전체로 보아서, 대체로

plot [plɑt/plɔt] n. 음모, 계획; 줄거리; vt.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poke [pouk] vt. 찌르다, 쑤시다

scheming [skíːmiŋ] a. 계획적인, 교활한, 흉계가 있는

exterior [ikstíəriər] n. 외면, 외형,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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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t [traut] n. 송어

hitch [hitʃ] n. 달아맴, 얽힘; 장애, 걸림돌; vt. (말 따위를) 매다; (고리·열쇠·밧줄 등을) 

걸다; 홱 움직이다, 와락 잡아당기다

swathe [sweið,swɑð] (=swath) (베어 모은) 풀(곡물)의 줄, 띠 모양을 이루는 것, 긴 줄.

rake [reik] v. 긁어모으다; 갈퀴로 긁다.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끌다, 끌어당기다; 운반하다, 끌어내다, 연행하다;

n. 견인, 운반, 수송



                                                                      

hoist [hɔist] vt. 내걸다; 올리다, 감아올리다; 들어서 나르다

timothy [tíməɵi] n.[식물] 큰조아재비 (목초)

clover [klo ́uvər] n.[식물] 클로버, 토끼풀

jubilee [dʒúːbəli ̀ː,] n. 가절(佳節), 축제, 환희;[유대교역사] 희년(禧年)

sparrow [spǽrou] n. 참새

bough [bau] n. 큰 가지

phoebe [fíːbi] n.[조류] 딱새 무리의 작은 새(미국산)

teeter [tíːtəːr] v. 흔들리다, 비틀거리며 나가다

wag [wæg] v. 흔들어 움직이다, 꼬리를 흔들다; 계속 움직이다

interlude [íntərlu ̀ːd] n. (시간과 시간의) 사이, 중간, 짬

swoop [swuːp] vi. (공중으로부터) 내리 덮치다, 달려들다, 덤벼들다

dandelion [dǽndəlàiən] n. [식물] 민들레

nectar [ne ́ktər] n. 과즙, [식물] 화밀(花蜜)

frigidaire [frìdʒədɛ́əːr] n. [미국] 전기냉장고 (상표명에서 유래)

spit [spit] v. 뱉다, 토해내다, 뿜어내다

stalk [stɔːk] n. [식물] 줄기, 잎자루; v. (사냥감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vine [vain] n. 덩굴

cramped [kræmpt] a. 비좁은, 답답한, 꽉 끼는

cramp [kræmp] vt. 속박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n. 꺾쇠, 죔쇠

unremitting [ʌ̀nrimítiŋ] a. 끊임없는, 끈기 있는, 꾸준히 노력하는

dud [dʌd] n. 결딴난 것, 실패

beady [bíːdi] a. 구슬 같은

pound [paund]
① n. 파운드(무게의 단위); ② v. 마구 치다, 세게 두드리다; (심장이) 두근거

리다; ③ 울타리, 우리, 동물 수용소

scruple [skrúːp-əl] n. 도덕관념, 윤리관, 양심의 가책; 주저, 망설임; v. 망설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다

decency [díːsnsi] n. 품위, 체면, 예의, 예절

rodent [róud-ən-t] a., n. 갉는; 설치류의 (동물) (쥐·토끼 따위)

compunction [kəmpʌ́ŋkʃən] n. 양심의 가책, 후회, 회한

bill [bil] n. (가늘고 납작한) 부리

appall [əpɔ́ːl] vt. 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다, 섬뜩하게 하다

junky [dʒʌ́ŋki] a. 2급 품의, 잡동사니의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투덜투덜하다

tinkling [tíŋkliŋ] a. 딸랑딸랑 울리는; n. 딸랑딸랑(하는 소리)

tinkle [tíŋk-əl] v. 딸랑딸랑 울리다

untenable [ʌnténəbəl] a. 거주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stink [stiŋk] v. 고약한 냄새가 나다, 악취가 풍기다, 코를 찌르다

snarl [snɑːrl] vi.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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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lair [lɛəːr] n. (들짐승의) 굴, 집(den); 잠자리, 쉬는 곳,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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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er [péstər] vt.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고통을 주다; n. 훼방, 방해

loathe [louð] vt. 몹시 싫어하다

anaesthetic [ǽnəglìf] (=anesthetic) a. 마취의, 마비의; 무감각한, 둔감한; n. 마취제

fatten [fǽtn] v. 살찌우다, 기름지게 하다

rigid [rídʒid] a. 굳은, 단단한; 엄격한, 완고한

conspiracy [kənspírəsi] n. 음모, 공모

butcher [bu ́tʃər] vt. 도살하다; 학살하다, 사형에 처하다; n. 고깃간 주인, 도살업자, 학살자

pluck [plʌk] vt. 뜯다, 잡아 뽑다; 잡아당기다, 움켜쥐다, 홱 당기다

moan [moun] vi. 신음하다, 끙끙대다; n. 신음 소리, 끙끙대기

snap [snæp] vt. 홱 잡다, 잡아채다; 짤깍 소리 내다, 쾅 닫다; 날카롭게(느닷없이) 말하다

briskly [brískli] ad. 활발히, 팔팔하게, 세차게, 상쾌히, 기분 좋게

hysteric [histérik] n. 광란, 병적 흥분, 히스테리의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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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ngshot [slíŋʃɑ̀t] n. 새총

vague [veig] a. 어렴풋한, 막연한

ramble [rǽmb-əl] vi. (어슬렁어슬렁) 거닐다, 산책하다; 굽이쳐 가다, 구불구불 뻗어가다; 두서없

이 말하다; n. 산책, 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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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st [boust] v. 자랑하다; n. 자랑거리, 허풍

weave [wiːv] vt. (직물·바구니 따위를) 짜다, 뜨다, 엮다

coxa [kɑ́ksə] n. 고관절, 엉덩이

trochanter [troukǽntəːr] n.[곤충학] 전절(轉節)(발의 제 2관절); [해부학·동물] 전자(轉子)(대퇴골 상부



                                                                      

의 돌기)

femur [fíːmər] n.[곤충] 퇴절(腿節).

patella [pətélə] n.[곤충학] 기관부(基關部)

tibia [tíbiə] n.[곤충학] 경절(脛節)

metatarsus [mètətɑ́ːrsəs] n.[곤충학] 기부절(基附節)

tarsus [tɑ́ːrsəs] n. (곤충의) 부절(跗節)

chubby [tʃʌ́bi] a. 토실토실 살이 찐, 오동통한, 똥똥한

scramble [skrǽmb-əl] vi. 기어오르다, 기어가다; 얻으려고 다투다

spinnerest [spínəre ̀t] n. [동물] (거미·누에 등의) 출사 돌기(실이 나오는 구멍)

dragline [- ́làin] n. (기구·포차(砲車) 등의) 끄는 줄

hastily [héistili] ad. 성급히, 조급히, 바삐

thump [ɵʌmp] n. 탁, 쿵(소리)

sway [swei] vi. 흔들리다, 동요하다; vt. 흔들다, 기울이다

bump [bʌmp] v. 부딪치다, 충돌하다; n. 충돌

oblige [əbláidʒ] vt. 강요하다, 은혜를 베풀다

crouch [krautʃ] vi. 쭈그리다, 몸을 구부리다; 웅크리다

summon [sʌ́mən] vt. 소환하다, 호출하다

thud [ɵʌd] n. 퍽, 털썩, 쿵(소리); 쾅하고 침

sedentary [séd-əntèri] a. 앉아 있는; 정주하는, 이주하지 않는; n. 앉아서 일하는 사람, 늘 앉아 있는 사람

beechnut [bíːtʃnʌ̀t] n. 너도밤나무 열매(식용)

truffle [trʌ́f-əl] n.(식물) 송로(松露)의 일종(버섯의 일종으로 조미용)

delectable [diléktəbəl] a. (종종 우스개) 즐거운, 기쁜, 유쾌한

hung [hʌŋ] hang의 과거, 과거분사

hang [hæŋ] v. 걸다, 달아매다

pea [piː] n. [식물] 완두(콩)

twilight [twáilàit] n. 황혼, 희미한 빛

trill [tril] n. 떨리는 목소리; 지저귐; v. 떨리는 소리로 노래하다

toad [toud] n. 두꺼비; 징그러운 놈, 경멸할 인물, 어리석은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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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upe [truːp] n. (배우, 곡예사 등의) 흥행단, 일당, 한 패

piper [páipər] n. 피리 부는 사람



                                                                      

slight [slait] a. 약간의, 적은, 하찮은

trot [trɑt/trɔt] vt. 속보로 가다, 빨리 걷다

mash [mæʃ] vt. 짓찧다, 짓이기다, 찧어 섞다; n. 짓이긴 것, 갈아서 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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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lible [gʌ́ləbəl] a. 속기 쉬운, 잘 속는

daisy [de ́izi] n. 데이지, 프랑스 국화

drainboard [dréinbɔ̀ːrd] n. (설거지대 옆의) 물기 빼는 널; (고무로 된) 물기 없애는 매트

soapy [so ́upi] a. 비누 같은, 비누투성이의, 미끄러운

scoop [skuːp] vt. 푸다, 뜨다, 퍼 올리다

groan [groun] vi.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swing [swiŋ] v. 빙그르르 돌리다, 회전하다

beam [biːm] vi. 빛나다; 밝게 미소 짓다

knot [nɑt/nɔt] n. 매듭, 매듭으로 만든 혹; 무리, 일파; 혹, 사마귀;

v. 매듭을 짓다, 매다, 얽히게 하다

hayloft [-́lɔ̀ːft] n. 건초간, 건초 보관장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머리가 어찔어찔 하는, 핑핑 도는; 아찔한

straddle [strǽdl] v. 두 발을 벌리다,  두 발로 버티다, 두 다리를 벌리고 서다

raspberry [rǽzbèri] n. [식물] 나무딸기

topple [tɑ́p-əl] v. 전복시키다, 쓰러지(뜨리)다, 와해하다, 비틀거리다

slap [slæp] n. 넓적한 것으로 한번 침, 철썩 (때리기); v. 찰싹 때리다. 세게 치다

scuttle [skʌ́tl] vi. 급히 가다, 황급히 달리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pasture [pǽstʃər] n. 목장, 목초지

gabble [gǽbəl] v. 빨리 지껄이다, 재잘거리다; n. 빨리 지껄여 알아듣기 어려운 말, 허튼 소리

pry [prai] ① vi. 엿보다(peep), 동정을 살피다; ② vt. 지레로 들어 올리다, n. 지레

drool [druːl] vi. 침을 흘리다; (침이) 흐르다

gulp [gʌlp] vt. 꿀꺽꿀꺽 마시다, 쭉 삼켜버리다

swish [swiʃ] n. 휙휙(날개·채찍 따위의 소리); vi. 휙 소리를 내다, 휙 움직이다

swoosh [swuʃ] v. 휙(쉭) 소리를 내다; 쏴하고 용솟음치다, 쉭하고 발사하다(나르다)

rind [raind] n. 껍질, 외면, 외견; vt. 껍질을 벗기다, 껍데기를 벗기다

squash [skwɑʃ/skwɔʃ] v. 짓누르다, 으깨다, 납작하게 만들다;

n. 와싹, 철썩, 으스러져 흐물흐물한 것; 과즙 음료



                                                                      

gingersnap [ʤi ́nʤərsnæ̀p] n. 생강이 든 쿠키

scum [skʌm] n. (액체 표면에) 떠 있는 찌끼, 거품; 최 하층민, 인간쓰레기, 더러운 놈

jello [dʒélou] n. 미국 General Food사 디저트 식품의 일종(상표명)

astride [əstráid] a. (…에) 걸터앉아, 올라타고; 두 다리를 쩍 벌리고

bestir oneself vt. 분발하다, 노력하다

drowse [drauz] v. 꾸벅꾸벅 졸다; 멍하니 있다; n. 겉잠, 졸음

snooze [snuːz] v. 꾸벅꾸벅 졸다

Chapter 11 

bead [snai] n. 구슬, 유리알, (이슬, 땀 따위의) 방울; v 구슬로 장식하다

glisten [glísn] vi. 반짝이다, 빛나다

veil [veil] n. 베일, 면사포, 덮개; v. 덮다, 숨기다, 감추다

exertion [igzə́ːrʃən] n. 노력, 분발

solemn [sɑ́ləm] a. 엄숙한, 근엄한

bewilderment [biwíldərmənt] n. 당황, 어리둥절함

scare [skɛəːr]
n. 공황, 겁, 쓸데없이 놀라기; a. 두려워하게 하는;

v. 위협하다, 놀라게(겁나게)하다, 겁내다, 놀래다

spang [spæŋ] ad. 정면으로, 완전히, 정확히, 꼭

solid [sɑ́lid] a. 고체의; 견실한, 견고한; n.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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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on [no ́uʃ-ən] n. 생각, 개념, 관념

buggy [bʌ́gi] ① 2륜 경마차; ② a. 벌레 투성이의; (속어) 미친, 열중하고 있는

buckboard [bʌ́kbɔ̀ːrd] n. [미국] 4륜 짐마차(좌석이 탄력판 위에 있는); 운반부

ripe [raip] a. 익은, 여문

hoe [hou] v. 괭이로 파다(갈다, 제초하다); n. 괭이

all in all 종합해서 말하면, 대체로(대강) 말하면

Chapter 12 

idiosyncrasy [i ̀diəsíŋkrəsi] n. (어느 개인의) 특이성, 특이한 성격(경향, 표현법)

begin by ~ing 우선 ~부터 시작하다, 우선 ~하다.

call the roll 출석을 부르다, 점호하다 (roll: 명부, 출석부의 의미로 사용)

hurray [huréi] (=hurrah) n. 만세소리, 환호성; v. 만세를 부르다, 환성을 부르다

acrobat [ǽkrəbæ̀t] n. 곡예사



                                                                      

clipping [klípiŋ] n. (신문, 잡지의) 오려낸 기사; 가위질, 깍기

clip [klip] v. 자르다, 베다, 가위질하다, 깎다

quiver [kwívər] vi. 떨리다, 흔들리다

gruff [grʌf] a. 난폭한, 퉁명스러운, 우락부락한, 거친 ㉺∼ly ―ad.

adjourn [ədʒə́ːrn] v. 휴회(폐회)하다, 연기하다

Chapter 13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orb [ɔːrb] n. 구, 원; vt. 공 모양으로 만들다, 둥글게 하다

radial [re ́idiəl] a. 반지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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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 [tʃest] ① n. 대형 상자, 궤; ③ n. 가슴, 흉곽

chronicle [krɑ́nikl] n. 연대기, 이야기, 기록, 역사

crate [kreit] n. 나무 상자

pitchfork [-́fɔ̀ːrk] n. 건초용 포크, 갈퀴; vt. (포크, 갈퀴 따위로) 긁어 올리다, 갑자기 밀어 넣다

alder [ɔ́ːldər] n. [식물] 오리나무속(屬)의 식물

tin [tin] n. 주석, 양철 깡통(냄비)

rag [ræg] n. 넝마, 걸레

hinge [hinʤ] n. 돌쩌귀, 경첩

dishmop [사전에 없는 단어] n. 그릇 씻는 수세미 dish(그릇) + mop(걸레, 자루걸레)

overall [óuvərɔ̀ːl] n. (pl) 작업용 바지, 작업복

tatter [tǽtəːr] n. 넝마, 누더기 옷

spike [spaik] n. 긴 못

leaky [líːki] a. 새는 구멍이 있는, 새는, 새기 쉬운

stopper [stɑ́pəːr] n. 멈추는 사람(물건), 방해자; (병·통 따위의) 마개, 꼭지

crank [kræŋk] n. [기계] 크랭크; (Z자 꼴로) 굽은 자루, 삐뚤삐뚤,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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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mmage [rʌ́midʒ] vt. 샅샅이 뒤지다(찾다)

crunchy [krʌ́ntʃi] a. 우두둑 소리 나는; 퍼석퍼석한, 무른(crisp)

crisp [krisp] a. (음식) 파삭파삭한, 아삭아삭한; (말씨가) 또렷또렷한, 힘찬

shrunk [ʃrʌŋk] SHRINK의 과거·과거분사



                                                                      

shrink [ʃriŋk] v. 줄다, 오그라들다, 위축되다

grumble [grʌ́mbə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radiant [re ́idiənt] a. 빛나는, 밝은

gallop [gǽləp] vi. 전속력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flip [flip] v. (손가락으로) 튀기다, 가볍게 치다; (~ over) 열중하다

writhe [raið] v. 몸부림치다, 몸을 뒤틀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n. 몸부림, 고뇌

romp [rɑmp/rɔmp] n. 떠들며 뛰어놀기, 활발한 장난; v. 떠들썩하게 뛰놀다

scratchy [skrǽtʃi] (글씨·그림 따위를) 휘갈긴, 날림의; (펜 따위가) 긁히는, 직직 소리 나는

thrash [ɵræʃ] vi. 심하게 움직이다, 몸부림치다; vt. 때리다

tackle [tǽk-əl] vt. (일·문제 따위에) 달려들다, 달라붙다

swoope [swuʃ] v. 쉭 하고 발사하다(나르다); 휙(쉭) 소리를 내다

fin [fin] n. 지느러미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lash [læʃ] n. 채찍 끈, 채찍질, 심한 비난; v. 채찍으로 때리다, 후려치다; 부딪치다, 치고 

덤비다, 심하게 움직이다

aeronaut [ɛ́ərənɔ̀ːt] n. 비행기 조종사

lullaby [lʌ́ləbài] n. 자장가

dung [dʌŋ] n. 거름, 비료, 똥; vt. 비료를 주다

thrush [ɵrʌʃ] n. [조류] 개똥지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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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 [fib] n. 악의 없는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vi.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하다

aloft [əlɔ́(ː)ft] ad. 위에, 높이; [항해] 돛대 꼭대기에; (속어) 천국에

dust [dʌst] n. 먼지 티끌; v. 청소하다 ~의 먼지를 떨다

shift [ʃift] v. 이동하다, 자리를 옮기다, 바뀌다, 변화하다

crochet [krouʃéi] v. 코바늘로 뜨개질하다; v. 코바늘 뜨개질

doily [dɔ́ili] n. 테이블 깔개 (린네르 따위로 만들며, 꽃병 따위의 밑에 깖. 이것을 만든 상인의 

이름에서 옮), (고어) 작은 냅킨

knit [nit] v. 뜨다, 짜다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civilly [sívəli] ad.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incessant [insésənt] a. 끊임없는



                                                                      

mumble [mʌ́mb-əl] v.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offhand [ɔ́(ː)fhǽnd] a. 즉석에서, 준비 없이, 무심결에

ivy [áivi] n. [식물] 담쟁이덩굴

wasp [wɑsp,wɔ(ː)sp] n. 장수말벌; 성질 잘 내는 사람

dusty [dʌ́sti] a. 먼지투성이의, 먼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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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w [glou] vi. (불꽃 없이) 타다, 빨갛게 타다; 빛을 내다, 빛나다; n. 백열; 달아오름

eyelash [-́læ̀ʃ] n. 속눈썹

sac [sæk,sɔːk] n.[생물] 낭(囊), 액낭(液囊), 기낭

versatile [və́ːrsətl] a. 재주가 많은, 다능의; 다목적으로 쓰이는, 다용도의

stunt [stʌnt]
① vt. (식물·지능 등의) 발육을 방해하다, (증가·진보를) 저해하다; ② 묘기, 

곡예

twitch [twítʃi] vi. 홱 잡아당기다, 잡아채다; (손가락·근육 따위가) 씰룩거리다

forsake [fəːrséik] vt. 내버리다, 버리고 돌보지 않다

Chapter 16 

Ferris wheel n. 대회전식 관람차(미국의 발명자 이름에서 따옮)

lug [lʌg] n. 힘껏 끌다, 질질 끌다; n. 세게 끌기

scrub [skrʌb] v. 비벼서 씻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다

part [pɑːrt] n. 일부, 부분, 역할; vt. 가르다, 나누다, 분할하다

polish [po ́uliʃ] v. 윤을 내다, 닦다, 다듬다; 품위 있게 하다

filthy [fílɵi] a. 불결한, 더러운

crust [krʌst] n. (빵)껍질, 딱딱한 외피

smudge [smʌdʒ]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paddle [pǽdl] n. 노 모양의 막대기, 주걱; v. 노를 젓다; vi.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놀다

trickle [trík-əl] vi.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비밀 따위가) 조금씩 새어 나가다;

n. 물방울, 실개울

plaid [plæd] a. 격자무늬의

tease [tiːz] vt. 괴롭히다, 곯리다, 집적거리다, 희롱하다, 놀리다

spill [spil] v. 엎지르다, 흘리다; 뿌리다, 흩뜨리다; n. 엎지름

feast [fiːst] n. 축제, 축연, 대접, 진수성찬 v. 축연을 베풀다, 진수성찬을 먹다

trotter [trɑ́təːr/trɔ́təːr] n. 늘 뛰어 돌아다니는 사람

pacer [pe ́isər] n. (천천히) 걷는 사람



                                                                      

trample [trǽmp-əl] v. 짓밟다, 밟아 뭉개다, 무시하다, 쿵쿵거리며 걷다;

n. 쿵쿵거리며 걸음, 짓밟음; 짓밟는 소리

infield [i ́nfìːld] n. 농가 주위의 경지

foul [faul] a. 더러운, 불결한, 냄새 나는; 비열한, 음험한, 못된

crumb [krʌm] n. 작은 조각, 빵 부스러기, 빵가루

veritable [ve ́rətəbəl] a. 진실의, 틀림없는, 참된, 진정한

dribble [dríbəl] v. (물방울 따위가) 똑똑 떨어지다

fluff [flʌf] n. 보풀, 솜털

popsicle [pɑ́psikəl] n.[미국] (가는 막대기에 얼린) 아이스캔디(ice lolly의 상표명)

loot [luːt] n. 전리품, 약탈품; 부정이득, 횡령품; v. 약탈하다, 부정이득을 보다

booth [buːɵ/buːð] n. 노점, 매점

yarn [jɑːrn] n. 직물 짜는 실, 방적사; (구어) 모험담, 허풍스런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scamper [skǽmpəːr] vi. 재빨리 달리다, 날쌔게 움직이다; n. 뛰어다님, 질주, 급한 여행

knothole [- ́ho ̀ul] n. (널판의) 옹이구멍

cargo [kɑ́ːrgou] n. (선박·항공기 등의) 적하(load), 뱃짐, 화물

stowaway [sto ́uəwèi] n. 밀항자

cheese it 그만둬!(Stop!); 조심해!, 도망쳐라!

tussle [tʌ́s-əl] n. 격투, 난투; 투쟁, 논쟁, 고전; v. (~와) 격투하다, 싸우다

bewitch [biwítʃ] vt. 마법을 걸다, 호리다, 매혹시키다

pummel [pʌ́məl] vt. (연달아) 주먹으로 치다, 연타하다

buffet [bʌ́fit] v. 치다, 싸우다, 권투하다; n. 타격, 때려눕히기

bruise [bruːz] v. …에게 타박상을 주다, 멍들게 하다; n. 타박상, 멍

lacerate [lǽsəre ̀it vt. ~을 찢다, 찢어내다, 괴롭히다

biff [bif] vt. 강타하다; n. 강타

shove [ʃʌv] vt.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tailgate [te ́ilgèit]
n.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v. 앞차에 바싹 대어 차를 몰다, 바싹 다가붙어서 나아가다

litter [lítər] n. 어질러진 물건, 잡동사니; 난잡, 혼란; (가축의) 깃, 깔짚, 마구간의 두엄

kneel [niːl] vi. 무릎 꿇다, 굴복하다

toss [tɔːs,tɑs] v. 던지다, 던져 올리다

brim [brim]
n. 가장자리, 언저리 (full to the brim: 넘치도록);

v. 가장자리까지 차다, 넘칠 정도로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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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kling [spríŋkliŋ] n. 흩뿌리기, 살포

moisten [mɔ́isən] v. 축축하게 하다, 축축해지다, 적시다, 젖다

blat [blæt] v. (송아지·양이) 울다; (구어) 떠들썩하게 지껄여대다

ascend [əsénd] v. 올라가다, 오르다

swollen [swo ́ulən] a. 부어오른, 부푼, 물이 불은; 과장한, 과대한(평가 따위)

listless [lístlis] a. ~할 마음이 없는, 열의 없는, 무관심한, 냉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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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 [stɑ́ːri] a. 별의, 별이 많은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schemer [skíːməːr] n. 계획자, 음모가

cocoon [kəkúːn] n.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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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ty [nífti] a. (구어) 익살맞은, 재치 있는, 멋들어진

pep [pep] vt. 원기를 북돋우다, 격려하다; n. 원기, 기력

languish [lǽŋgwiʃ] vi. 기운이 없어지다, 시들다;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hoarse [hɔːrs] a. 목쉰, 쉰 목소리의

carouse [kəráuz] v. 마시고 떠들다, 대음하다; n. 주연, 술잔치, 흥청거림

indigestion [ìndidʒéstʃən] n. 소화 불량, 소화가 안 됨

hanker [hǽŋkər] vi. 동경하다, 갈망[열망]하다

bloat [blout] vt. 부풀게 하다, 팽창시키다; 자부하다, 우쭐하게 하다

dopey (doupy) [dóupi] a. 어리석은, 멍한; n. 게으름뱅이, 얼뜨기

stableboy [stéiblbɔ̀i] n. 마부(특히 소년) 

handkerchief [hǽŋkərtʃif] n. 손수건

confetti [kənféti(ː)] n. 색종이 조각(혼례·사육제 같은 때에 뿌림)

weary [wí-əri] a. 피로한, 지친, 싫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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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Chapter 21 

trifle [tráif-əl] n. 사소한 일; 조금, 약간



                                                                      

heave [hiːv] vt.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vi. 올라가다, 높아지다

desolation [dèsəléiʃən] n. 쓸쓸함, 외로움, 황량

snip [snip] v. (가위로) 자르다, 싹둑 베다; n. 싹둑 자름, 가위질

adrift [ədríft] ad., a. 표류하여, 떠돌고; (정처 없이) 헤매어, 방황하여

forlorn [fəːrlɔ́ːrn] a. 버려진, 버림받은; 고독한, 쓸쓸한

Chapter 22 

strand [strænd] n. 꼰 줄, 꼰 밧줄

maple [me ́ip-əl] n. 단풍나무

birch [bəːrtʃ] n. 자작나무로 만든 회초리

sled [sled] n. 썰매

coasting [kóustiŋ] n. (썰매로 하는) 언덕 활강; a. 연안항로

bleak [bliːk] a. 황폐한, 쓸쓸한, 차가운, 냉혹한, 모진

shrill [ʃril] a. (소리가) 날카로운, 새된, 높은

squeal [skwiːl] vi.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n. 끽끽 우는 소리, 비명

frantic [frǽntik] a. 미친 듯 날뛰는, 광란의

updraft [ʌ́pdræ̀ft] n. 기류의 상승(운동)

deserted [dezə́rtid] a.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버림받은

dumb [dʌm] a. 벙어리의, 말을 못하는

dainty [déinti]
a. 섬약한, 섬세한, 가냘픈; 까다로운; 맛좋은, (음식을) 가리는;

n. 맛있는 것, 진미

daintily [de ́intili]
ad. 우미하게, 섬세히; 풍미 있게, 꼼꼼히, 기호[취미]에 세세히 마음을 써서, 

좋은 것만 가리어

pledge [pledʒ] n. 맹세, 서약; 저당, 담보; 보증; vt. 맹세하다, 서약하다

tranquil [trǽŋkwil] a. 조용한, 평온한, 평화로운

garrulous [gǽrjələs] a. 수다스러운, 말 많은; (새 따위)시끄럽게 지저귀는, (시내 따위) 소리 내며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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