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River Boy 영어 원서 단어장 

 River Boy
-  15세 소녀의 눈에 비친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 뒤에 숨겨진 인생의 진실’!

- ‘해리포터’를 제치고 카기 메달을 수상한 팀 보울러의 성장 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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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figment [fígmənt] n. 꾸며낸 것, 허구, 가공의 일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flop [flɑp] vt. 툭(털썩) 던지다, 탁 때리다; n. 툭 떨어뜨림(떨어지는 소리)

lemming [lémiŋ] n. [동물] (북유럽산) 나그네쥐

dogged [dɔ́(ː)gid] a. 완강한, 끈질긴, 집요한

doggedly ad. 완고하게, 끈질기게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swerve [swəːrv] v. 커브 시키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n. 벗어남, 빗나감

telepathy [təle ́pəɵi] n. 텔레파시, 정신감응

chime [tʃaim] vt. (차임·종을) 울리다

exhalation [e ̀kshəle ́iʃən] n. 숨을 내쉬기, 내뿜기, 발산

wander [wɑ́ndəːr] vi. 헤매다,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vulnerable [vʌ́lnərəbəl] a. 상처를 입기 쉬운, 공격받기 쉬운, 취약성(약점)이 있는

deprive [dipráiv] vt. 빼앗다, 박탈하다

perverse [pərvə́ːrs] a. 괴팍한, 심술궂은, 별난; 외고집의; 성미가 비꼬인, 뒤틀어진, 잘못된

shallow [ʃǽlou] n. (종종 pl.) 얕은 곳,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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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al [kənsíːl] vt. 감추다, 비밀로 하다

concealment [kənsíːlmənt] n. 숨김, 은폐, 잠복

stubborn [stʌ́bərn] a. 완고한, 고집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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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kly [príkli] a. 가시가 많은, 바늘 투성이의; 따끔따끔 아픈

tread [tred] (tread-trod-trod) vt. 밟다, 걷다, 지나다

consternation [kɑ̀nstərnéiʃən] n. 깜짝 놀람, 소스라침

protesting [prəte ́stiŋ] a. 불복하는, 항의하는

convince [kənvíns] vt.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hearse [həːrs] n. 영구차;  vt. 영구차로 운구하다

discharge [distʃɑ́ːrdʒ] vt. 짐을 내리다; (의무, 속박 등에서)해방하다, 면제하다; 발사하다, 배출

하다, 내다

exasperate [igzǽspərèit] vt. 노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yearn [jəːrn] vi.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shrift [ʃrift] n. 참회, 고해; 임종 고해

prop [prɑp] vt. 버티다, …에 버팀목을 대다; 기대 놓다(~ against); n. 버팀목

prominent [prɑ́(ɔ́)minənt] a. 현저한, 눈에 띄는; 저명한, 걸출한

frown [fraun] vi. 눈살을 찌푸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clog [klɔg] v. 방해하다. 막히게 하다; n. 방해물, 장애물

sheer [ʃiər] a. 얇은, 순전한, 섞이지 않은; 깎아지는 듯한; ad. 완전히, 순전히

bloody-mindedness a. 냉혹한, 살벌한, 잔인한; (영·구어) 심술궂은, 비뚤어진, 괴팍한

loggerhead [lɔ́ːgərhèd] n. (고어·방언) 멍텅구리, 바보

at loggerheads (…와) 다투는, 언쟁하여

coffin [kɔ́ːfin] n. 관(棺); vt. 관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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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어) n. 아버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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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y [prei] n. 먹이; 희생양

render [réndər] vt. …로 만들다, …이 되게 하다; 표현하다, 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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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ch [bʌntʃ] n. 다발, 송이, 떼; v. 다발로 만들다; (한 떼로) 모으다,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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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ch [fetʃ] vt. (가서) 가져오다, 데려오다, 불러오다

amorphous [əmɔ́ːrfəs] a. 무정형의; 무조직의; 특성이 없는

eerie [íəri] a. 섬뜩한, 무시무시한

eerily [íərəli] ad. 무시무시하게, 무서워하여; 불가사의하게

detach [ditǽtʃ] v. 떼어놓다, 분리하다; 파견하다

betray [bitréi] v. 배반하다, 누설하다

scrawl [skrɔːl] vt. 휘갈겨 쓰다, 낙서하다

resonance [réz-ənəns] n. 반향(echo), 울림, 여운; 공명(共鳴)

ignoramus [ìgnəréiməs] n.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willful [wílfəl] a. 일부로의, 계획적인, 고의의; 외고집의, 제멋대로의, 괴팍스러운

vain [vein] a. 헛된, 보람 없는; 허영심이 강한



                                                                       

obsessive [əbsésiv] a. 강박 관념의, 붙어 떨어지지 않는; 망상의, 극단의, 이상할 정도의

Chapter Two

doze [douz] v. 졸다 n.졸기, 겉잠

saddle [sǽdl] n. (말, 자전거 따위의) 안장; v. 안장을 놓다, ~에게 짊어지우다

slump [slʌmp] vi. 푹 떨어지다, 쑥 빠져들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다

dipping sun 지는 해, 떨어지는 해

scorn [skɔːrn] n. 경멸, 멸시 v. 경멸하다, 모욕하다, 비웃다

hunch [hʌntʃ] vt. 활 모양으로 구부리다

sluggish [slʌ́giʃ] a. 기능이 둔한, 활발하지 못한; 느린, 굼뜬; 부진한, 불경기의

mumble [mʌ́mb-əl] v.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glisten [glísn] vi. 반짝이다, 빛나다

captivate [kǽptəvèit] vt. …의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reverie [rév-əri] n. 공상, 환상, 몽상, 백일몽

cottage [kɑ́(ɔ́)tidʒ] n. 오두막집, 시골집

grumpy [grʌ́mpi] a. 까다로운, 기분이 언짢은 (ad. grumpily)

accommodation [əkɑ̀mədéiʃən] n. (미국에선 pl.) 숙박(수용) 시설; 편의, 도움; 적응, 조정,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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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y [spríŋi] a. 탄력이 있는

fridge [fridʒ] n. refrigerator (구어) 냉장고

pantry [pǽntri] n. 식료품 저장실, 식기실

provision [prəvíʒən]
n. 예비, 준비, 설비; (pl.) 양식, 식량, 저장품; [법] 규정, 조항; vt. …에

게 양식을 공급하다

impart [impɑ́ːrt]
vt. 나누어주다, 주다(「분배하다」의 뜻에서); (지식·비밀 따위를) 전하

다, 알리다

tender [téndər] a. 부드러운, 연한; 상냥한, 다정한

tenderness n. 유연함; 마음이 무름; 친절, 다정

vulnerability n. 상처 받기 쉬움, 약점이 있음, 취약성

cup [kʌp]
n. 한 잔; vt. 잔에 넣다, (손 등을) 잔 모양으로 만들다, 잔 모양으로 하

여 받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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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gle [gə́ːrgəl] v. (물 따위가) 꼴딱꼴딱(콸콸) 흐르다; 콸콸 거리다(소리나게 하다)

ghoul [guːl]
n. 송장 먹는 귀신(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먹는다고 함);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 도굴꾼

tinkle [tíŋk-əl] v. 딸랑딸랑 울리다

shiver [ʃívəːr] v. 와들와들(후들후들) 떨다; 펄럭이다

tiptoe [típtòu] n. 발끝; vi. 발끝으로 걷다; 발돋움하다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wither [wíðər] v. 시들다, 말라죽다

steely [stíːli] a. 강철의, 강철로 된, 강철 같은; 완고한, 무정한, 냉혹한

cascade [kæskéid] n. (작은) 폭포

Chap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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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다

fitful [fítfəl] a. 일정치 않은, 발작적인, 변덕스런

wonder-strick [wʌ́ndəː
rstrìk-ən]

a. 경탄(감탄)한, 놀라움에 질린, 아연실색한

reveal [rivíːl] vt. 드러내다, 보이다, 나타내다

craggy [krǽgi] a. 바위가 많은, 울퉁불퉁하고 험한

intersperse [ìntərspə́ːrs] vt. 흩뿌리다, 산재시키다

invigorate [invígəre ̀it vt. 기운 나게 하다, 활기를 띠게 하다, 고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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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py [kǽnəpi] n. 닫집(침대나 시트 위를 덮는 천으로 만든 장식), 차양, 덮개; 하늘

whippet [hwípit] n. 영국산 경주용 개

languid [lǽŋgwid] a. 나른한, 노곤한, 축 늘어진, 기운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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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cken [slǽk-ən] v. 늦추다, 느슨해지다, 늘어지다, 완화하다

reed [riːd] n. 갈대, 갈대밭

townie [táuni] n. (=TOWNEE) (미국구어, 때로 경멸의 의미) 도시 사람

brace [breis] vt. 버티다, 떠받치다; 강화하다; n. 버팀대

luxuriant [lʌgʒúəriənt] a. 번성한, 울창한; 다산의, 풍요한

breaststroke [bréststròuk] n. 개구리헤엄, 평영; vi. 평영으로 헤엄치다

pebble [pébəl] n. 조약돌, 자갈



                                                                       

pebbly [pébli] a. 자갈이 많은, 자갈투성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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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se [daus] vt. 물에 처넣다(in); 물을 끼얹다; vi. 물에 잠기다

thorn [ɵɔːrn] n. (식물의) 가시

discernible [disə́ːrptəbəl] a.  보고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meander [miǽndəːr] vi. 굽이쳐 흐르다; n. (pl.) (강의) 곡류, 구불구불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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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rl [hwəːrl]
vt. 빙글빙글 돌리다, 소용돌이치게 하다; vi. 빙빙 돌다, 회전하다; n. 회

전, 선회

dart [dɑːrt] v. 돌진하다, 휙 날아가다; n. 던지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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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 수송

chide [tʃaid] v. 꾸짖다, 비난하다

Chapter Four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scorcher [skɔ́ːrtʃəːr] n. 몹시 뜨거운 것; (구어) 굉장히 더운 날; 신랄한 비난

haunt [hɔːnt] vt. 자주 가다, 늘 따라다니다

haunting a.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잊히지 않는

tetchy [tétʃi] a. 성 잘 내는, 까다로운

tetchiness a. (tetchy의 명사형) 까다로움

sanity [sǽnəti] n. 제정신, 정신이 멀쩡함, 건전함, 온건함, (육체적인) 건강

sympathy [si ́mpəƟi] n. 동정, 공감

snuff [snʌf] v. 코로 들이쉬다, 흥흥거리며 냄새를 맡다; 낌새채다

redundant [ridʌ́ndənt] a. 여분의, 과다한; 장황한, 말이 많은

rickety [ríkiti] a. 망가질 듯한, 허약한; 낡아빠진

brook [bruk] ① n. 시내, 개천; ② 견디다, 참다

tyrant [tái-ərənt] n. 폭군, 압제자

remembrance [rime ́mbr-əns] n. 기억, 추억, 회상



                                                                       

lurch [ləːrtʃ] n. (배·차 등의) 갑작스런 기울어짐; 비틀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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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lge [indʌ́ldʒ] v. 빠지다, 탐닉하다, 만족시키다

reminisce [rèmənís] v. 추억하다, 추억에 잠기다

disabuse [dìsəbju ́ːz] vt. (그릇된 관념·잘못 따위를) 깨닫게 하다, …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다

conk [kɑŋk] n. [속어] 코; 머리; 머리(코) 때리기

blunt [blʌnt] a. 무딘, 날 없는;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downright [- ́ràit] a. 명백한; 솔직한, 노골적인

scornful [skɔ́ːrnfəl] a. 경멸하는, 비웃는

enigma [inígmə] n. 수수께끼; 수수께끼 같은 인물, 불가해한 사물

feverish [fíːvəriʃ] a. 열이 있는, 뜨거운

wrench [rentʃ] vt. (갑자기, 세게) 비틀다, 비틀어 돌리다

convulsive [kənvʌ́lsiv] a. 경련을 일으키는, 발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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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om [vénəm] n. (독사 따위의) 독, 독액; 악의, 원한

fleck [flek] n. 반점, 얼룩, 주근깨

swirl [swəːrl] vi. 소용돌이치다, 빙빙 돌다; n. 소용돌이

disturb [distə́ːrb] vt. 방해하다, 저해하다, 어지럽히다

intensity [inténsəti] n. 강렬, 격렬; 집중, 전념

cryptical [kríptik] a. 숨은, 비밀의, 신비의

petulance [pe ́tʃələns] n. 토라짐, 심술 사나움; 무례한 태도, 건방진 언동

chafe [tʃeif]
vt. (손 따위를) 비벼서 따뜻하게 하다; 쓸려서 벗겨지게 하다; 약올리다, 

안달나게 하다; vi. 몸을 비벼대다; 쓸려서 벗겨지다, 까지다; 노하다, 안

달나다; n. 마찰, 찰상; 안달, 초조

shudder [ʃʌ́dəːr] vi. 떨다, 전율하다, 몸서리치다

Chapter Five

flicker [flíkər] vi. 명멸하다, 깜박이다; 흔들리다

jerky [dʒə́ːrki] a. 갑자기 움직이는, 움찔하는, 실룩이는, 경련적인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hideous [hídiəs] a. 끔찍한.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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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k [bʌlk] n. 크기, 부피, 용적; (the bulk) 대부분, 태반

wiry [wái-əri] a. 철사로 만든, 철사 같은, 빳빳한

retain [rite ́in] vt. 계속 유지하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steer [stiər] v. 키를 잡다, 조종하다, 나아가다

steady [ste ́di] a. 고정된, 한결같은, 안정된; vt. 견고하게 하다, 침착하게 하다, 흔들리

지 않게 하다

Chapter Six

eccentric [ekséntrik] a. (행동 따위가) 별난, 괴상한

floppy [flɑ́pi] a. 퍼덕퍼덕 펄럭이는; 늘어진, 느슨한

blob [blɑb] n. (잉크 등의) 얼룩, 물방울

clay [klei] n. 점토, 찰흙; 흙

nettle [nétl] n. [식물] 쐐기풀

lad [læd] n. 젊은이, 청년, 소년

cynic [sínik] n. 냉소하는 사람, 비꼬는 사람; a. 비꼬는

cynical [sínikəl] a. 빈정대는, 냉소적인, 비꼬는

stun [stʌn] vt.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sarcasm [sɑ́ːrkæz-əm] n. 빈정거림, 비꼼, 풍자

bumble [bʌ́mbəl] v. 큰 실수를 하다, 실책을 하다; n. 큰 실수

chortle [tʃɔ́ːrtl] vi. (만족한 듯이) 크게 웃다

reckon [rékən] vt. 세다, 계산하다, …라고 생각하다

vent [vent]
n. (공기·액체 따위를 뺐다 넣었다 하는) 구멍, 새는 구멍; v. (감정 등

에) 배출구를 주다; (감정 등을) 터뜨리다, 발산하다

determine [ditə́ːrmin] v. 결심하다, 결정하다, 결론짓다

stride [straid] n. 큰 걸음, 활보; 진보, 발달; v. 큰 걸음으로 걷다, 활보하다

desperate [déspərit] a. 자포자기의; 필사적인; 절망적인

desperation [dèspəréiʃən] n. 절망, 자포자기; 필사적임

seclusion [siklúːʒ-ən] n. 격리, 틀어박힘; 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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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흐르는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brisk [brisk] a. 활발한, 팔팔한

Chapter Seven

contemplate [kɑ́(ɔ́)ntəmpleit] v. 깊이 생각하다, 응시하다, 찬찬히 보다

contemplation [kɑ̀ntəmpléiʃən] n. 묵상, 숙고; 기대, 계획

wither [wíðər] v. 시들다, 말라죽다

crumble [krʌ́mbl] v. 빻다,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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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b [eb] n. 썰물, 간조; 쇠퇴(기), 감퇴; vi. (조수가) 빠지다; 줄다, 기울다

grant [græ(ɑː)nt] vt. 주다, 수여하다; 승인하다, 허락하다

scraggy [skrǽgi] a. 말라빠진, 빈약한, 울퉁불퉁한

stud [stʌd] n. 못, 장식 못; vt. …에 장식 단추를 달다, 장식 못을 박다

claw [klɔː] n. 발톱; v. 발톱으로 할퀴다

sparse [spɑːrs] a. 희박한, 성긴, 드문드문한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투덜투덜하다

bandit [bǽndit] n. 산적, 노상강도, 도둑; 악당, 무법자

pester [péstər] vt.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고통을 주다; n. 훼방, 방해

disguise [disgáiz] vt. 변장하다; n. 변장, 위장

recede [risíːd] vi. 물러나다, 퇴각하다, 멀어지다; 손을 떼다, 철회하다

tramp [træmp]
v. 쾅쾅거리며 걷다, 육중하게 걷다; 터벅터벅 걷다, 방랑하다, 도보 여행

하다; 짓밟다, 밟아 뭉개다

skittish [skítiʃ] a. (말 등이) 겁 많은, 놀라기 잘하는; 활발한, 마음이 들뜬, 까부는

peter [píːtər] vi. (구어) (광맥·물줄기 등이) 점차 가늘어지다, 다하다, 없어지다, 점차 

소멸하다

dank [dæŋk] a. 물이 스며나는, 축축한, 몹시 습한

stifle [stáif-əl] v.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slender [sle ́ndər] a. 가느다란, 홀쭉한, 빈약한

splendor [sple ́ndəːr] n. 훌륭함, 뛰어남, 탁월함; 빛남, 광채



                                                                       

muscular [mʌ́skjələːr] a. 근육의, 근육이 늠름한, 억센

impervious [impə́ːrviəs] a. (물·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스며들게 하지 않는, 불침투서의

clamber [klǽmbər] vi. 기어 올라가다

turbulent [tə́ːrbjələnt] a. 휘몰아치는, 사나운, 거친, 광포한, 난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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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y [édi] n. 소용돌이, 회오리바람; v. 소용돌이치다.

torrent [tɔ́ːr-ənt] n. 급류, 여울; (pl.) 억수, 연발

errant [érənt] a. (모험을 찾아) 돌아다니는, 편력하는; 길을 잘못 든, 잘못된

enchantment [entʃǽntmənt] n. 마법, 마술; 매혹, 매력

hostile [hɔ́stail] a. 적의, 적군의; 적의 있는, 적대하는, 반대하는, 냉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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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dramatic [mèloudrəmǽtik] a. 멜로드라마식의, 신파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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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없이 말하다; n. 산책, 만보

rambler n. 어슬렁거리는 사람

unsettle [ʌnsétl] v. 어지럽히다, 동요시키다,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unnerve [ʌnnə́ːrv] vt.…의 기운을 빼앗다(잃게 하다), 무기력하게 하다

Chapter Eight

vigilance [vídʒələns] n. 조심, 경계; 불침번

drone [droun] n. (꿀벌의) 수벌; 윙윙하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

ominous [ɑ́mənəs] a. 불길한, 나쁜 징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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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 [nɔd] v. 끄덕이다, 끄덕여 표시하다, 끄덕하고 인사하다; n. 끄덕임, 묵례

nod off 잠들다

murmur [mə́ːrməːr] n. 중얼거림, 속삭임

deplete [diplíːt] vt. 고갈(소모) 시키다

mist [mist] n. 안개.  v. 안개가 끼다, 눈이 흐려지다

contrive [kəntráiv] vt. 연구해내다, 고안하다



                                                                       

indispensable [indispe ́nsəbl] a. 불가결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의

scarce [skɛəːrs] a. 부족한, 적은, 모자라는; 드문, 희귀한

lumber [lʌ́mbər] vi. 쿵쿵 걷다, 육중하게 움직이다; n. 재목, 목재

gait [geit] n. 걷는 모양, 걸음걸이

ponderous [pɑ́ndərəs] a. 대단히 무거운, 묵직한, 육중한; 다루기 힘든, 짐스러운

fleshpot [fle ́ʃpɑ̀t] n. 고기 냄비; (보통 pl.) 환락가, 사창가

solitude [sɑ́(ɔ́)litjuːd] n. 고독, 외로움

discotheque [dískəte ̀k] n. 디스코텍; vi. 디스코텍에서 춤추다

coastal [kóustəl] a. 연안의, 근해의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naughty [nɔ́ːti] a. 장난꾸러기인, 행실이 나쁜

pang [pæŋ] n. 격통, 고통; 비통, 상심, 번민

backpacker n.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관광객

straggle [strǽg-əl] vi. (뿔뿔이) 흩어져 가다, 무질서하게 가다; 일행에서 뒤떨어지다, 낙오하

다; (길 등이) 구불구불 뻗어가다; 무질서하게 퍼지다

Chapter Nine

rouse [rauz] vt. 깨우다, 눈뜨게 하다; 환기하다, 고무하다, 분발시키다; n. 각성

stiffen [stíf-ən]
vi. 뻣뻣해지다,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vt. 딱딱하게 하다, 뻣뻣하게 하다, 

굳어지게 하다, 경직시키다

clad [klæd]
(고어·문어)CLOTHE의 과거·과거분사; a. 장비한, 입은, 덮인; vt. (금

속에) 다른 금속을 입히다, 클래딩하다

fumble [fʌ́mb-əl] vi. 손으로 더듬다, 더듬어 찾다

clutch [klʌtʃ] vt. 잡다, 단단히 쥐다; 붙들다, 부여잡다

tense [tens] a. 팽팽한, 긴장한, 긴박한; v. 팽팽하게 하다, 긴장시키다(하다)

cranky [krǽŋki] a. 성미가 까다로운, 짓궂은; 괴팍한, 괴짜의, 변덕스러운

jiggle [dʒi ́gəl] v. 가볍게 흔들다, 가볍게 당기다

decent [díːsnt] a. 고상한, 버젓한, 상당한

dangle [dǽŋgəl] vi. 매달리다, 흔들흔들하다

Chapter Ten



                                                                       

drowsy [dráuzi] a. 졸리는, 꾸벅꾸벅 조는

drowsily ad. 졸린 듯이, 꾸벅꾸벅

spooky [spu ́ːki] a. 유령 같은(유령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무시무시한

put one's foot down 발을 꽉 디디고 서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bound up in[with] …에 열중하여;…와 밀접한 관계에

neglect [niglékt]
v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경시하다, 간과하다; 게을리하다, 소홀히 하다; 

n. 태만, 소홀, 무시, 등한시, 경시

fractious [frǽkʃəs] a. 성마른, 성미 까다로운, 다루기 힘든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n. 어깨를 으쓱하기

hail [heil]
① n. 싸락눈, 우박; vi. 우박이 내리다; ② vt. 환호하며 맞이하다, 환영

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flotsam [flɑ́tsəm] n. (난파선에서 나온) 표류 화물, 바다에 떠있는 잡동사니

dim [dim]
a. 어둑한, 어스레한; 희미한, 흐릿한; 윤이 안 나는, 칙칙한; v. 어둑하게 

하다, 흐리게 하다

hunch [hʌntʃ] vt. 활 모양으로 구부리다

sculpture [skʌ́lptʃər] n. 조각, 조각 작품

pallor [pǽlər] n. (얼굴의) 창백(paleness)

mull [mʌl] n. 실수, 실패, 혼란; v. 엉망으로 만들다, 실패하다

conjure [kɑ́ndʒər] vt. 요술(마술)로 …하다; 마음속에 그려내다, 생각해 내다; 탄원하다, 간

청하다

exquisite [ékskwizit] a. 정교한, 절묘한; 우아한, 섬세한

buzz off (구어) 가거라!, 저리가, 꺼져

preoccupation [priːɑ̀kjəpéiʃən] n. 선취, 선점; 선입견, 편견

wince [wins] vi. 주춤하다, 꽁무니 빼다, 움츠리다; n. 질겁, 주춤함,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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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ross [engróus] vt.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마음을) 빼앗다

albeit [ɔːlbíːit] conj. (문어) =ALTHOUGH; 비록 …이기는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stump [stʌmp]
n. (나무의) 그루터기; vt. (나무를)베어서 그루터기로 하다, 뿌리째 뽑다, 

근절하다; 괴롭히다, 난처하게 하다

ridiculous [ridíkjələs] a. 우스운, 어리석은, 엉뚱한

backstroke [bǽkstròuk] n. 되치기, 반격; [수영] 배영; vi. 배영으로 헤엄치다



                                                                       

butterfly [bʌ́tərflài] n. 나비; [수영] 접영(butterfly stroke)

flirt [fləːrt] vi. 장난삼아 연애하다, 불장난하다; 장난삼아 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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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iage [fóuliidʒ] n. (한 그루 초목의) 잎

spawn [spɔːn]
n. (물고기·개구리·조개 따위의) 알; (경멸적) 우글우글한 자식들; 산물, 

결과; v. (물고기·개구리 따위가) 알을 낳다, 산란하다

crane [krein] v. (목을) 쑥 빼다. 목을 길게 빼다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

fierce [fiərs] a. 흉포한, 사나운, 맹렬한

fierceness n. 사나움, 맹렬

blunt [blʌnt] a. 무딘, 날 없는;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tread [tred] (tread-trod-trod) vt. 밟다, 걷다, 지나다

mischief [místʃif] n. 해악, 악영향

inevitable [iné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elaboration [ilæ̀bəréiʃən] n. 공들임, 애써 만듦; 복잡함, 정교, 면밀

amble [ǽmbəl] vi. (사람이) 천천히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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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kery [mɑ́kəri] n. 비웃음, 냉소, 놀림, 모멸, 흉내, 가짜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peep [piːp] vi. 엿보다, 슬쩍 들여다보다; n. 엿봄, 훔쳐보기, 슬쩍 봄

ridge [ridʒ] n. 산마루, 산등성이

solitaire [sɑ́litɛ̀əːr] n. 솔리테르(혼자서 하는 카드놀이; 혼자 두는 장기)

cribbage [kríbidʒ] n. 크리비지(2-4명이 하는 카드놀이)

cradle [kreídl] n. 요람; 발상지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Chapter Eleven

uncanny [ʌnkǽni] a. 초인적(초자연적)인, 이상한, 괴기한; 섬뜩한, 무시무시해서 기분 나쁜

delude [dilu ́ːd] vt. 속이다, 착각하게 하다, 현혹하다, 속이어 …시키다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unfathomable [ʌnfǽðəməbəl] a. 잴 수 없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vt. 배수하다,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dribble [dríbəl] v. (물방울 따위가) 똑똑 떨어지다

gust [gʌst] n. 돌풍, 한바탕 부는 바람, 질풍; vi.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다

tapestry [tǽpistri] n. 태피스트리(색색의 실로 수놓은 벽걸이나 실내장식용 비단)

peg [peg] n. 나무 못, 쐐기, 걸이 못

balm [bɑːm] n. 향유, 발삼; 방향

balmy [bɑ́ːmi] a. (속어) 얼빠진, 얼간이의

oblivious [əblíviəs] a. (…이) 염두에 없는, 안중에 없는;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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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mble [tre ́mbl] v. 떨다, 떨리다; n. 떨림, 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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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Twelve

merge [məːrdʒ] v. 합병하다, 병합하다 (‘잠기게 하다, 가라앉히다’라는 뜻에서)

immediacy [imi ́ːdiəsi] n. 즉시(성), 긴박; 인접, 직접

cease [siːs] v. 그만두다, 중지하다

discard [diskɑ́ːrd] vt. 버리다

irritate [íriteit] v.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안달 나게 하다

lapse [læps]
n. 착오, 실책, 실수, 잘못; (시간의) 경과, 흐름, 추이; vi. (정도에서) 벗

어나다, (나쁜 길로) 빠지다, 타락하다

buzzard [bʌ́zərd] n. [조류] 말똥가리, (미국) 대머리수리; (미국속어) 멍청이, 얼간이

slaughterhouse [slɔ́ːtərhàus] n. 도살장

infuse [infjúːz] vt. 붓다, 주입하다, 불어넣다

envisage [invízidʒ] vt.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구상(예견)하다

contemplate [kɑ́(ɔ́)ntəmpleit] v. 깊이 생각하다, 응시하다, 찬찬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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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missal [dismísəl] n. 해산, 퇴거, 해방; 해고, 면직

Chapter Thirteen



                                                                       

revelation [re ̀vəléiʃ-ən] n. 폭로, 적발; 누설, 발각

smack [smæk]

① n. 맛, 풍미, 낌새, 기미; vi. 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② vt. 찰싹 치

다, 소리 내다; 입맛을 다시다, 혀를 차다; n. 찰싹하는 소리; 입맛 다심, 

혀 차기; 소리 나는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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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tch [snætʃ] vt.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Chapter Fourteen

tut [tʌt] int. 쯧, 체 (초조·경멸·비난으로 혀를 차는 소리); n. 쯧 하고 혀 차는 

소리, 혀 차기; vi. 혀를 차다

poise [pɔiz] vt. 균형 잡히게 하다, 평형 되게 하다; (어떤 자세를) 취하다, (어떤 상태

로) 유지하다; n. 평형, 균형; 자세

grudge [grʌʤ]
v.  주기를 싫어하다, 인색하게 굴다, 못마땅해 하다; n. 악의, 적의, 원

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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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treperous [əbstre ́pərəs] a. 소란한, 시끄러운; 날뛰는, 난폭한, 제어할 수 없는

obstreperousness n. (obstreperous의 명사형) 소란함, 난폭함

ordeal [ɔːrdíːəl] n. 호된 시련, 고된 체험

sarcastic [sɑːrkǽstik] a. 빈정대는, 비꼬는, 풍자적인

petulant [pe ́tʃələnt] a. 성미 급한, 별난, 까다로운

dwindle [dwíndl] vi. 줄다, 작아지다, 축소되다

banter [bǽntər] n. (악의 없이 가벼운) 농담, 놀림,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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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실개울

dab [dæb] v. 가볍게 두드리다; 살살 칠하다, 문지르다; n. 가볍게 두드림

maneuver [mənu ́ːvəːr]
n. 책략, 술책, 기동 작전; vi. 작전 행동을 취하다, 책략을 쓰다; vt. 연습

시키다, 계략을 써서 …하게 하다

glaze [gleiz]
vt. (창 따위에)판유리를 끼우다, 유리창을 달다; 유약을 칠하다, 시럽 따

위를 바르다; n. 유약, 잿물, 덧칠

terse [təːrs] a. (문체·표현 따위가) 간결한, 짧고 힘찬; 퉁명스러운, 무뚝뚝한, 쌀쌀한

dapple [dǽpəl] v. 얼룩지게 하다

Chapter Fifteen

reproach [ripro ́utʃ] vt. 비난하다, 꾸짖다

elation [iléiʃən] n. 의기양양



                                                                       

inexplicable [inéksplikəbəl] a.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splutter [splʌ́təːr] (=sputter) vi. 푸푸 소리를 내다

clatter [klǽtər] vi. 덜걱덜걱 소리 나다

quizzical [kwízikəl] a. 우스꽝스러운, 기묘한, 괴상한 (ad. quizzically)

punctuate [pʌ́ŋktʃuèit] vt. …에 구두점을 찍다, 강조하다

slur [sləːr] v. 분명치 않게 발음하다, 글씨를 흘려 쓰다; 얼버무리다, 묵인하다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revert [rivə́ːrt] vi. 본래 상태로[습관, 신앙 따위로] 되돌아가다; [법] 복귀(귀속)하다

Chapter Sixteen

scribble [skríb-əl] v. 갈겨쓰다; 낙서하다

erect [ire ́kt] a. 똑바로 선, 직립의; vt. 직립시키다, 곤두세우다

gorge [gɔːrʤ] v. 배불리 먹다, 포식하다

trepidation [tre ̀pəde ́iʃ-ən] n. 공포, 전율; 당황, 낭패, 동요, 혼란

agonize [ǽgənàiz] v. 번민하다, 괴롭히다, 괴로워하다

extremity [ikstréməti] n. 끝, 말단; 첨단; 극도, 극한

fissure [fíʃər] n. 갈라진 틈, 균열; v. 터지게 하다, 금가게 하다

crevice [krévis] n. (벽·바위 등의) 갈라진 틈, 균열

tributary [tríbjətèri] a. 공물을 바치는, 종속하는; 지류의; n. 공물을 바치는 사람(나라); (강의) 지류

peat [piːt] n. 토탄(土炭), 토탄 덩어리

moss [mɔ(ː)s] n. [식물] 이끼

bog [bɑg] n. 습지, 수렁; v. 수렁에 빠뜨리다(빠지다)

nettle [nétl] n. [식물] 쐐기풀

allot [əlɑ́(ɔ́)t] vt. 할당하다, 분배하다

turmoil [tə́ːrmɔil] n. 소란, 소동, 혼란

entice [entáis] vt. 꾀다, 유혹하다, 부추기다

symmetry [símətri] n. (좌우의) 대칭, 균형

jut [dʒʌt] v. 돌출하다(시키다), 튀어나오다; n. 돌기, 돌출부

harrow [hǽrou] vt. 써레질하다; (정신적으로) 괴롭히다; n. 써레(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scrabble [skrǽb-əl] v. (손톱으로) 할퀴다; 휘젓다

stumble [stʌ́mbl] v.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n. 비틀거림; 실책, 과오

Chapter Seventeen

brevity [bre ́vəti] n. (시간의) 간결, 짧음

weary [wíəri] a. 피로한, 싫증나는

portrait [pɔ́ːrtrit] n. 초상; 초상화

Chapter Eighteen

accomplish [əkɑ́(ɔ́)mpliʃ] vt. 이루다, 성취하다

futility [fjuːtíləti] n. 무용, 쓸데없음, 무가치

sprite [sprait] n. (작은) 요정, 도깨비

benediction [bènədíkʃən] n. 축복, (식전·식후의) 감사기도

predator [prédətər] n. 약탈자; 육식 동물

verdant [və́ːrdənt] a. 초록의, 푸릇푸릇한, 신록의; 젊은, 숫된

zenith [zíːniɵ] n.천정; 정점, 절정, 전성기

hedgerow [héʤro ̀u] n. (산울타리의) 죽 늘어선 관목; 산울타리

insecurity [ìnsikju ́əriti] n. 불안감, 불안정

remnant [rémnənt] n. 나머지, 잔여

wane [wein]
vi. 작아지다, 적어지다; 약해지다, 쇠약해지다; (달 등이) 이지러지다; 

n. 이지러짐; 감소, 쇠퇴

dumbly [dʌmli] ad. 말없이, 묵묵히

estuary [éstʃue ̀ri] n. (간만의 차가 있는) 큰 강의 어귀; 바다와 맞닿는 강어귀

mooring [múəriŋ] n. 계류, 정박

start [stɑːrt] vi. 출발하다, 시작하다; 움찔하다, 깜짝 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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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nceivable  [ìnkənsi ́ːvəbəl] a.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못할; (구어) 믿을 수 없는, 매우 놀랄 만한

Chapter Nineteen

slipway [-́wèi] n. (경사진) 조선대, 선착장

emphatic [imfǽtik] a. 어조가 강한, 힘이 있는, 단호한; 강조된, 두드러진, 현저한



                                                                       

annoyance [ənɔ́iəns] n. 성가심, 불쾌감; 괴로움, 곤혹

intrusion [intru ́ːʒən] n. (의견 따위의) 강요, 방해; (장소에의) 침입

Chapter Twenty

crematorium [krìːmətɔ́ːriəm] n. (영국) 화장터 (=crematory)

awkward [ɔ́ːkwərd] a. 섣부른, 어설픈; 거북한, 귀찮은

certainty [sə́ːrtənti] n. 확실성, 확신

duffel [dʌ́fəl] n. 거친 모직물의 일정 (더플코드, 더플 가방)

recommence [rìːkəméns] v.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ebullient [ibu ́ljənt] a. 끓어 넘치는, (원기·열정이) 넘쳐흐르는

ascent [əsént] n. 상승, 오름, 올라감

gossamer [gɑ́səmər] n. (공중에 떠 있거나, 풀 같은 데 걸려 있는) 잔 거미집; 얇은 천, 얇은 

사; a. 잔 거미집 같은, 가볍고 얇은, 얇고 부드러운

ephemeral [ife ́mərəl] a. 하루살이 목숨의, 하루밖에 못 하는; 덧없는, 순식간의; n. 덧없는 존

재, 단명한 것

cussed [kʌ́sid] a. 심술궂은, 고집 센; (구어) =CURSED

cussedness n. (cussed의 명사형) 고집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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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nt [rile ́nt] vi. 마음이 누그러지다, 부드러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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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ent [disént] n. 강하, 하강, 하락; 가계, 혈통,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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