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Number the Stars 영어 원서 단어장 

 Number the Stars
- 세계 2차 대전, 덴마크 소녀 안네마리는 엄마에게 받은 손수건을 삼촌에게 전해주러 갑니다.

  손수건 속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삼촌은 그것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The Giver』의 작가 루이스 로리의 1990년 뉴 베리상 수상작!

-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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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ky [lǽŋki] a. 마르고 키 큰, 호리호리한

athletic [æƟle ́tik] a. 운동의, 운동경기의

stocky [stɑ́ki / stɔ́ki] a. 땅딸막한, 단단한

plead [pliːd] vt. 변호하다, 변론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residential [re ̀zide ́nʃ-əl] a. 주거의, 주택에 알맞은

pigtail [pígte ̀il] n. 땋아 늘인 머리(돼지 꼬리와 비슷한 모양에서 유래)

wail [weil] n. 울부짖음, 비탄, 통곡; vi. 울부짖다

outdistance [àutdístəns] vt. 훨씬 앞서다; (…을) 능가하다

skirt [skəːrt]
n. 스커트, 치마; 교외, 변두리; v. 경계[변두리]에 있다; 언저리를 지나다, 비켜가

다

string [striŋ] n. 끈, 줄, 실; 연속, 연발

carriage [kǽridʒ] n. 탈것, 차; 유모차

pant [pænt] v. 헐떡거리며 말하다, 헐떡거리다, 숨차다

stern [stəːrn] a. 엄한, 단호한 (부사형: sternly)

plod [plɑd / plɔd] vi. 터벅터벅 걷다; 끈기 있게 일(공부)하다

pout [paut] v. 입을 삐죽거리다, 토라지다; n. 입을 삐죽거림, 뿌루퉁한 얼굴

grip     [grip] n. 잡음, 붙듦, 움켜쥠; 파악, 터득; 지배력, 통제력; 손잡이; v. 꽉 쥐다

contempt [kənte ́mpt] n. 경멸, 모욕

trail  [treil]
n. 자국, 발자국; 뒤로 길게 늘어진 것, 꼬리; vt. 끌다, 질질 끌며 가다; 뒤를 밟

다, 추적하다

sulk  [sʌlk] n. 샐쭉함, 부루퉁함; vi. 샐쭉해지다, 부루퉁해지다, 골나다

giraffe [ʤərǽf] n. [동물] 기린

stiff [stif] a. 굳은, 뻣뻣한; 완강한, 완고한

prod [prɑd] vt. 찌르다, 쑤시다

stock [stɑk / stɔk] n. 재고품, 저장품; 축척, 저장; 가축; 주식;(나무) 줄기, 그루터기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stubborn[stʌ́bərn] a. 완고한, 고집 센

defiantly [difáiəntli] ad. 도전적인으로, 반항적으로; 대담하게; 무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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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l [kəːrl] vt. (머리털을) 곱슬곱슬하게 하다, 꼬다, 비틀다; n. (머리털의) 컬, 곱슬 털

obstinate [ɑ́(ɔ́)bstinit] a. 완고한, 고집 센

hoodlum [hu ́ːdləm] n. [구어] 건달, 깡패

scurry [skə́ːri] vi. 종종걸음으로 달리다, 급히 가다

trudge [trʌdʒ] v.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다, 터벅터벅 걷다

occupation [ɑ̀kjəpe ́iʃən] n. 직업, 업무; 점유, 거주; 점령, 점거

anxious [æ ́ŋkʃəs] a. 걱정하는, 근심하는 (부사형: anxiously 걱정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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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ggerate [egzæ ́dʒəreit] vt. 과장하다

sabotage [sǽbətɑ̀ːʒ] v. (계획·정책 등을) 고의로 파괴(방해)하다



                                                                       

murmur [mə́ːrməːr] v. 중얼거리다

frost [frɔst] n. 서리 v. 서리로 덮다. 서리가 앉다

impassive [impǽsiv] a.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감정이 없는, 무감동의, 냉정한

Chapter 2

snuggle [snʌ́g-əl] vi. 다가들다, 달라붙다; vt. 싹 당기다, 끌어안다

mermaid [mə́ːrme ̀id] n. (여자) 인어(人魚) (cf. 남자 인어: merman)

interrupt[intərʌ́pt] v. 가로막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sprinkle [spríŋk-əl] vt. (액체·분말 따위를) 뿌리다, 끼얹다, 붓다

fabulous [fǽbjələs] a. 굉장한, 멋진; 황당무계한, 믿어지지 않는, 전설적인

trim [trim] vt. 정돈하다, 손질하다; 다듬어 내다, 잘라내다

throne [Ɵroun] n. 왕위, 왕좌

solemn [sɑ́(ɔ́)ləm] a. 엄숙한, 근엄한

surrender [səre ́ndər] v. 항복하다, 내어주다, 넘겨주다; n. 항복, 굴복

errand [e ́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amuse [əmju ́ːz] vt. 즐겁게 하다, 재미나게 하다

shiver [ʃívəːr] v. (추위, 흥분 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n. 떨림, 전율

crochet [krouʃe ́i] v. 코바늘로 뜨개질하다; v. 코바늘 뜨개질

trousseau [tru ́ːsou] n. 혼수 옷가지, 혼숫감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intricate [i ́ntrikit] a. 뒤얽힌, 복잡한

enormous [inɔ́ːrməs] a. 막대한, 거대한

fiercely [fiərsli] ad. 맹렬히, 지독히

fist [fist] n. (쥔) 주먹

mourn [mɔːrn] v. 슬퍼하다, 한탄하다

embroider [embrɔ́idər] vt. 자수하다, 수를 놓다, 장식하다

tease [tiːz] v. 놀리다, 희롱하다

tickle [tík-əl] vt. 간질이다; 자극하다, 고무하다; 기쁘게 하다

prank [præŋk] n. 농담, 희롱

shriek [ʃriːk]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비명을 

지르다, 비명을 지르며 말하다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recite [risa ́it] vt. 암송하다

Chapter 3

dawdle [dɔ́ːdl] vt. 빈둥거리다, 꾸물거리다; vi. (시간을) 부질없이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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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ten [mítn] n. 벙어리장갑

ration [rǽʃ-ən] n. 정량, 배급(량), (pl.) 식량; vt. 배급[지급, 공급]하다

snuggle [snʌ́g-əl] vi. 다가들다, 달라붙다; vt. 싹 당기다, 끌어안다



                                                                       

crib [krib] n. 유아용 침대; 구유, 여물통; 곳간, 헛간, (곡식·소금 따위의) 저장소

haughtily [hɔ́ːti] a. 오만한, 거만한, 건방진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kroner n. 크로네 (덴마크·노르웨이의 화폐 단위)

padlock [pǽdlɑ̀k] n. 맹꽁이자물쇠; vt. 맹꽁이자물쇠를 채우다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unruly [ʌnru ́ːli] a. 감당할 수 없는, 제멋대로 구는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squint [skwint]
a. 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at); n. 곁눈질, 사팔눈

wrinkle [ríŋk-əl] vt. 주름을 잡다, 찌푸리다; n. 주름, 잔주름

nudge [nʌdʒ]
vt.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조금씩 움직이

다; 

n.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

creak [kriːk] n. 삐걱(거리는) 소리; v. 삐걱삐걱 하(게 하)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

clatter [klæ ́tər] n. (나이프·포크·접시 따위의) 덜걱덜걱하는 소리; v. 달가닥달가닥 울리다

sarcastically [sɑːrkæ ́stikəli] ad. 빈정거리며, 비꼬면서, 풍자적으로, 신랄하게

dumb [dʌm] a. 벙어리의, 말을 못하는, 말을 하지 않는

swastika [swɑ́stikə] n. 만(卍)자(나치스 독일의 표장)

curfew [kə́ːrfjuː] n. 만종, 저녁 종;  소등 명령, (야간) 통행금지

ruffle [rʌ́f-əl] vt. 구기다, 주름지게 하다; 뒤흔들다, 헝클어뜨리다; 교란하다

footrace n. 도보 경주

ridge [ridʒ] n. 산마루, 산등성이; v. 이랑을 짓다, 이랑 모양으로 융기하다

torment [tɔ́ːrment] n. 고통, 고뇌; vi. 고문하다, 괴롭히다

dope [doup] n. (속어) 마약; (구어) 멍청이

drawn [drɔːn] a. 찡그린, 일그러진

cocoon [kəku ́ːn] n. 고치

snuggle [snʌ́g-əl] vi. 다가들다, 달라붙다; vt. 싹 당기다, 끌어안다

Chapter 4

sprawl [sprɔːl] vi. 손발을 뻗다, (큰 대자로) 쭉 펴고 드러눕다

rug [rʌg] n. (바닥의) 깔개, 융단, 양탄자

sophisticate [səfístəke ̀it] vt. 세파에 물들게 하다, 순진성을 잃게 하다, 불순하게 하다; 궤변으로 속이다; 복

잡하게 하다, 정교하게 하다

stomp [stɑmp] v. 짓밟다, 발을 구르며 걷다

glower [glo ́uər] vi. 상을 찡그리다, 불쾌한 얼굴을 하다; 노려보다; n. 노려봄; 찌푸린 얼굴

sputter [spʌ́təːr]
vi. 푸푸[지글지글, 탁탁] 소리를 내다; 흥분하여 말하다; vt. (입속의 음식이나 침 

등을)튀기다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bellow [be ́lou] vi. 큰 소리로 울다; 고함지르다

sniff [snif] v. 코를 킁킁거리다; 콧방귀를 뀌며 말하다

ponder [pɑ́ndər] v.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disdainfully [disde ́infəli] ad. 경멸적으로, 거드럭거리며, 오만하게

squat [skwɑt] a. 웅크린, 쭈그린; 땅딸막한; vi. 웅크리다, 쭈그리다



                                                                       

pest [pest] n. 유해물; 해충; 골칫거리; 페스트(병)

butt [bʌt] n. 굵은 쪽 끝, 밑동;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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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usel [ker ̀use ́l] n. 회전목마

magnificent [mægni ́fisənt] a. 웅대한, 장엄한

scoff [skɔːf] v.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belligerently [bəlídʒərəntli] ad. 호전적으로

ablaze [əble ́iz] ad., a. 타오르고; 번쩍거리고, 이글이글하여; 격하여, 흥분하여

celebration [se ̀ləbre ́iʃən] n. 축하, 축전

naval [ne ́ivəl] a. 해군의; 군함의; 해군력이 있는

submerge  [səbmə́ːrdʒ] v. 물에 담그다; 물에 빠지게 하다; 잠기다

chatterbox [tʃǽtərbɑ̀kss] n. 수다쟁이

synagogue [sínəgɔ̀ːg] n. 유대인 집회; 유대교 회당; 유대교도들

dismay [disme ́i] n. 당황, 경악, 놀람, 낙담; vt. 당황케 하다, 실망(낙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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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iously [dju ́ːbiəsli] ad. 의심스럽게, 수상하게

second helping 두 그릇째

tension [te ́nʃən] n. 긴장, 긴박, 팽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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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d [breid] vt. (머리를) 땋다; n. 꼰(땋은) 끈, 노끈

Chapter 5

convince[kənvíns] vt.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imperious [impíəriəs] a. 전제적인, 오만한; 절박한, 긴급한, 중대한

intone [into ́un] v. (찬송가·기도문 따위를) 읊조리다, 영창하다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끌다, 끌어당기다; 운반하다, 끌어내다, 연행하다; n. 견인, 운반, 수

송

lutheran [lu ́ːɵərən] a. n.루터 교회의 (신자)

contentedly [kənte ́ntidli] ad. 만족해서, 느긋하게

abruptly [əbrʌ́ptli] ad. 갑자기(suddenly), 불쑥, 뜻밖에

stalk [stɔːk]

① vi. 으스대며 걷다, 활보하다; 

② vt. (사냥감·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③ n. [식물] 줄기

holster [ho ́ulstər] n., vt. 권총용 가죽 케이스(에 넣다)

desperately [de ́spəritli] ad. 필사적으로, 혈안이 되어; 절망적으로

clasp [klɑːsp] n. 걸쇠, 버클; 움켜쥠, 악수, 포옹

frantically [frǽ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광란하여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peg [peg] n. 나무 못, 쐐기, 걸이 못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unwavering [ʌnwe ́ivəriŋ] a.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연한

prop [prɔp] n. 지주, 버팀목

teething ring 고리 모양의 물리개 (이가 날 무렵의 어린애에게 물려주는 장난감)



                                                                       

wispy [wispi] a. 작게 되는 대로 묶은; 가늘고 연약한(풀 따위), 희미한, 약간의

grind [graind] vt. 타다, 갈다; 가루로 만들다, 으깨다

clench [klentʃ] vt. (이를) 악물다, (손을) 꽉 쥐다

Chapter 6

tentatively [te ́ntətivli] ad. 시험적으로, 시험 삼아; 임시로.

seldom [se ́ldəm] ad. 드물게, 좀처럼 …않는

reluctantly [rilʌ́ktəntli] ad. 마지못해, 싫어하면서.

meadow [me ́dou] n. 목초지, 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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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e [teim] a. 길든, 유순한; vt. 길들이다

wriggle [ríg-əl] v. 꿈틀거리다, 몸부림치다; n. 몸부림침, 꿈틀거림

stroll [stroul] vi. 한가롭게 (어슬렁어슬렁) 거닐다

distort [distɔ́ːrt] vt. (얼굴 등을) 찡그리다, 찌푸리다; 비틀다, 뒤틀다; 왜곡하다, 곡해하다

fascination [fæ ̀səne ́iʃən] n. 매혹, 매료, 황홀케 함, 홀린 상태

chirp [tʃəːrp] v. 짹짹[찍찍] 울다[지저귀다]

brand-new [brǽndnju ́ː] a. 아주 새로운, 신품의, 갓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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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gull n. 갈매기

exasperation [igzæ ̀spəre ́iʃən] n. 격분,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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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ysanthemum  [krisǽnɵəməm] n. 국화

border [bɔ́ːːrdəːr] n. 테두리, 가장자리; 경계

ruffle [rʌ́f-əl] vt. 구기다, 주름지게 하다; 뒤흔들다, 헝클어뜨리다; 교란하다

pasture [pǽ(ɑ́ː)stʃər] n. 목장,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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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 [ɔː] n. 경외, 두려움

meadow [me ́dou] n. 목초지, 풀밭

shutter [ʃʌ́təːr] vt. 덧문을 달다; …의 덧문을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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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t [tilt] vt. 기울이다, 뒤집다

speckled [spe ́k-əld] a.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kitten [kítn] n.  새끼고양이; (널리 작은 동물의) 새끼

pounce [pauns] vi. 달려들다, 갑자기 덤벼들다

cupped [kʌpt] a. 찻종 모양의

squint [skwint]
a. 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at); n. 곁눈질, 사팔눈

ruffle [rʌ́f-əl] vt. 구기다, 주름지게 하다; 뒤흔들다, 헝클어뜨리다; 교란하다

hazy [he ́izi] a. 흐릿한, 안개 낀, 안개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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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r [pəːr] v. 목을 가르랑거리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하다

applesauce [ǽplsɔ̀ːs] n. 사과 소스

stitch [stitʃ] n. 한 바늘, 한 땀, 한 코; v. 꿰매다

applique [æ ̀plike ́i] n. 아플리케 (갖가지 모양으로 오린 작은 헝겊을 붙인 장식); vt. …에 아플리케를 



                                                                       

하다

tidy [táidi] a. 단정한, 말쑥한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tuck [tʌk]
① vt,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n.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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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e [heiz]
① n. 아지랑이, 안개, 엷은 연기; 

② [미국] (신입생·신참자 등을) ‘신고식’시키다, 골탕 먹이다

kneel [niːl] vi. 무릎 꿇다, 굴복하다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irritate [i ́riteit] v.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안달 나게 하다

munch [mʌntʃ] vt., vi. 우적우적 먹다

ruefully [ru ́ːfəli] ad. 가엾게, 비참하게

windowsill [-sil] n. 창턱, 창 아래 틀

pasture [pǽ(ɑ́ː)stʃər] n. 목장,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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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quet [bouke ́i] n. 부케, 꽃다발; 달콤한 말, 찬사

scrub [skrʌb] v. 비벼서 씻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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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ld [skould] v. 꾸짖다, …에게 잔소리하다

boom [buːm] vi. (대포·천둥소리가) 울리다; 활기를 띄우다, 붐이 일다

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faucet [fɔ́ːsit] n. 물 꼭지, 물 주둥이

attic [æ ́tik] n. 다락방, 지붕 밑 방

anchor [æ ́ŋkər] n. 닻; 받쳐 주는 것, 의지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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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ial [be ́riəl] n. 매장, 매장식

fascinate [fæ ́sineit] v. 매혹하다, 황홀케 하다

grouch [grautʃ] n. 불평꾼, 잔소리, 기분 나쁨; vt. 토라지다, 불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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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er [wɑ́ndəːr] v. 거닐다, 돌아다니다

poise [pɔiz] vt. 균형 잡히게 하다, (어떤 자세를) 취하다

wrinkle [ríŋk-əl] vt. 주름을 잡다, 찌푸리다; n. 주름, 잔주름

splintery [splíntəri] a. 파편의; 열편(裂片) 같은; 쪼개지기[찢어지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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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vi. (구어) 흥분시키다, 놀라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pinkish [píŋkiʃ] a. 핑크색[연분홍색]을 띤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n. 더미, 퇴적, 쌓아 올림

hay [hei] n. 건초, 마초, 건초용 풀

deftly [de ́ftli] ad. 솜씨 좋게, 교묘히 

tug [tʌg] vt. 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

frothy [frɔ́ːɵi] a. 거품투성이의, 거품 같은

udder [ʌ́dər] n. (소·염소 따위의) 젖통



                                                                       

affectionate [əfe ́kʃənit] a. 애정 깊은, 사랑에 넘친, 다정한, 인정 많은

dismay [disme ́i] n. 당황, 경악, 놀람, 낙담; vt. 당황케 하다, 실망(낙담)시키다

cock [kɔk] v. 위로 치올리다, (귀, 꽁지)를 쫑긋 세우다

hearse [həːrs] n. 영구차;  vt. 영구차로 운구하다

mourn [mɔːrn] v. 슬퍼하다, 한탄하다

casket [kǽskit] n. (귀중품·보석 등을 넣는) 작은 상자, 손궤

reluctant [rilʌ́ktənt] a. 마음이 내키지 않는, 싫어하는 (ad. reluctantly)

sulk [sʌlk] n. 샐쭉함, 부루퉁함; vi. 샐쭉해지다, 부루퉁해지다, 골나다

trudge [trʌdʒ] v.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다, 터벅터벅 걷다

gnarled [nɑːrld] a. 마디가 많은; 옹이가 많아 울퉁불퉁한; 비꼬인, 비뚤어진

wedge [wedʒ] n. 쐐기, 쐐기 모양의 것; vt. 끼어들게 하다. 밀어 넣다, 쐐기로 고정하다

dangle [dæ ́ŋgəl] v. 매달리다(…을 매달다), 흔들흔들 하다; 따라다니다; n. 매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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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e [douz] v. 졸다 n.졸기, 겉잠

staccato [stəkɑ́ːtou] n. 스타카토, 끊음음

condescend [kɑ̀ndise ́nd] vi. 자기를 낮추다, 겸손하게 굴다, 으스대지 않고 …해주다

coffin [kɔ́ːfin] n. 관(棺); vt. 관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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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hus [táifəs] n. 발진(發疹)티푸스

swift [swift] a. 날랜, 신속한

stagger [stǽgəːr] vi.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흔들리게 하다, 주저하게하다

relit [rilit] v. 다시 점화하다, 다시 불을 켜다

mantel [mǽntl] n. 벽로 선반

psalm [sɑːm] n. 찬송가,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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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mage [rʌ́midʒ] v. 샅샅이 뒤지다. (찾기 위하여) 마구 뒤적거리다

shabby [ʃæ ́bi] a. 초라한, 닳아 해진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plead [pliːd] vt. 변호하다, 변론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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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decent [díːsnt] a. 고상한, 버젓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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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unnecessarily [ʌnne ́səse ̀ri] a. 불필요한, 쓸데없는, 무용의; n. 불필요한 것

shiver [ʃívəːr] v. (추위, 흥분 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n. 떨림, 전율

murmur [mə́ːrməːr] v. 중얼거리다

fierce [fiərs] a. 흉포한, 사나운, 맹렬한

rocker [rɑ́kəːr] n. (요람 등을) 흔드는 사람; 흔들리는 것, 흔들의자, 흔들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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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arled [nɑːrld] a. 마디가 많은; 옹이가 많아 울퉁불퉁한; 비꼬인, 비뚤어진

clump [klʌmp] n. 수풀, (관목의) 덤불



                                                                       

rock [rɑk] v. 흔들어 움직이다, 진동시키다; 흔들리다; 진동하다; 흔들[비틀]거리다

dawn [dɔːn] n. 새벽, 동틀 녘; vi. 날이 세다, 밝아지다

stiffly [pəːrtʃ] ad. 딱딱하게, 완고하게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barnyard [bɑ́ːrnjɑ̀ːrd] a. 지저분한, 천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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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ter [fɔ́ːltər] vi. 비틀거리다, 발에 걸려 넘어지다; 머뭇거리다, 움찔하다; 말을 더듬다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trip over idiom. 둥그러지다, 엎드러지다, 채다

sprawl [sprɔːl] vi. 손발을 뻗다, (큰 대자로) 쭉 펴고 드러눕다

mend [mend] v. 수선하다, 고치다, 개선하다; (걸음을) 빨리하다

clumsy [klʌ́mzi] a. 꼴사나운, 어색한 (명사형: clumsiness 어색함, 서투름)

wry [rai] a. 찡그린, 뒤틀린 (부사형: wryly 얼굴을 찌푸리고, 뒤틀려서)

drunkard  [drʌ́ŋkərd] n. 술고래, 모주꾼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packet [pæ ́kit] n. 소포; 한 묶음, 한 다발

stricken [strík-ən] a. 맞은, 다친; 불행에 휩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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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ment [gɑ́ːrmənt] n. 의복, 옷, 의류; 외피, 외관

lattice [lǽtis] vt. 격자를 붙이다; 격자 구조[무늬]로 하다

cuddle [kʌ́dl] v. 꼭 껴안다, 부둥키다, 바짝[꼭] 붙어 자다, 바싹 달라붙다;    웅크리고 자다

cloak [klouk] n. 외투, 망토

squirrel [skwə́ːrəl] n. 다람쥐; vt. 저장하다, 축적하다, 숨기다

populate [pɑ́pjəle ̀it] vt. …에 사람을 거주케 하다; …에 살다, …의 주민이다

vivid [vívid] a. 생생한, 발랄한

snuggle [snʌ́g-əl] vi. 다가들다, 달라붙다; vt. 싹 당기다, 끌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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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brusque [brʌsk] a.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batter [bæ ́tər] v. 연타하다, 쳐[때려]부수다, 쳐서 쭈그러뜨리다

slippery [slípəri] a. (길·땅 따위가) 미끄러운, 반들반들한

shimmer [ʃíməːr] vi. 희미하게 반짝이다; n. 희미한 빛, 미광

herring [he ́riŋ] n. 청어

tantalize [tǽntəla ̀iz] v. 감질나게 하여 괴롭히다, 사람을 애먹이다

dread [dred] a. 대단히 무서운; v. 두려워하다; n. 공포

growl [graul] v.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gull [gʌl] n. 갈매기

taut [tɔːt] a. 팽팽하게 친; 긴장된; 엄격한; 간결한, 단정한

leash [liːʃ] n. 가죽 끈, 사슬; 속박; 통제

glitter [glítər] vi. 번쩍번쩍하다,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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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sperate [igzæ ́spəre ̀it] vt. 성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wither [wi ́ðər] v. 시들다, 말라죽다

insolent [i ́nsələnt] a. 뻐기는, 거만한, 무례한, 거드럭거리는

implore [implɔ́ər] vt. 애원하다, 탄원하다

gum [gʌm]
① n. 고무질, 점성 고무 

② (보통 pl.) 잇몸, 치은

scornfully [skɔ́ːrnfəli] ad. 경멸하여, 깔보아.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contempt  [kənte ́mpt] n. 경멸, 모욕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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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rl [snɑːrl] vi.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sleek [sliːk] a.  윤기 있는, 매끄러운, 번드르르한; 맵시낸

harsh [hɑːrʃ] a. 거친, 가혹한, 호된

handkerchief [hǽŋkərtʃif] n. 손수건

hem [hem]
n. (천·옷의) 가두리, 옷단; 가장자리, 경계; 

vt. 가장자리를 감치다, 옷단을 대다; 둘러싸다, 에워싸다(in, about, round, up)

caustic [kɔ́ːstik] a. [화학] 부식성의, 가성(苛性)의; 신랄한, 통렬한, 빈정대는

fling [fliŋ] (fling-flung-flung) vt. 던지다, 내던지다

quaver [kwe ́ivər] n. 떨리는 소리; vi. (목소리가) 떨(리)다, 떠는 소리로 말하다

Chapter 16

wary [wɛ́-əri] a. 경계하는, 주의 깊은, 신중한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squirt [skwəːrt]
① v. 분출하다, 뿜어 나오다; 

② n. (구어) 건방진 벼락부자, 잘난 체하는 젊은이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conceal [kənsíːl] vt. 감추다, 비밀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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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iek [ʃriːk]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비명을 

지르다, 비명을 지르며 말하다

Chapter 17

devastate [de ́vəste ̀it] vt. (국토·토지 따위를) 유린하다, 황폐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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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ar [se ́lər] n. 지하실, 땅광, 움

raid [reid] n. 급습, 습격; (약탈 목적의) 불의의 침입

sling [sliŋ] n. 투석기; 새총, 고무총, 투석; 던짐, 일격

engagement [inge ́idʒmənt] n. 약속, 맹세; 약혼; 교전

lain [lein] lie(vi. 눕다, 누워있다) 의 과거분사

lie [lai]
① vi. 눕다, 누워 있다; 엎드리다, 기대다; 위치하다 

② n. 거짓말

rejoice [ridʒɔ́is] v. 기뻐하다, 즐겁게 하다

deprivation [de ̀prəve ́iʃən] n. 탈취, 박탈; 상실, 손실, 부족

sacrifice [sæ ́krifais] n. 희생; v. 희생하다, 제물로 바치다



                                                                       

integrity [inte ́grəti] n. 성실, 정직; 고결, 완전무결, 보전, 본래의 모습

flee [fliː] vi. 달아나다, 도망하다, 내빼다

raid [reid] n. 급습, 습격; (약탈 목적의) 불의의 침입

smuggle [smʌ́g-əl] v. 밀수입하다. 몰래 들여오다

cocaine [kouke ́in] n. 코카인

permeate [pə́ːrmie ̀it] v. 스며들다, 침투하다, 투과하다; 퍼지다, 보급하다

device [diváis] n. 고안, 장치

orchestrate [ɔ́ːrkəstre ̀it] v. 조직화하다, 획책하다; 관현악용으로 편곡[작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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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wavering [ʌnwe ́ivəriŋ] a.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연한

decency [díːsnsi] n. 품위, 체면, 예의,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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