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SPIDER　Wick  영어 원서 단어장 

 SPIDER　Wick
- 루신다 이모할머니 댁에서 펼쳐지는 아홉 살 쌍둥이 형제 제리드와 사이몬의 동화 같은 이야기! 

- 전 세계 판타지 독자들이 빠져든 『스파이더위크가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

- 총 984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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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rinarian [ve ̀tərənɛ́əriən] n. 수의사

tamer [te ́iməːr] n. 길들이는 사람, 조련사

fencer [fe ́nsər] n. 검객, 검술가; 담을 두르는[수리하는] 사람; 담을[울타리를] 뛰어넘는 말.

stab [stæb] v. (칼 따위로) 찌르다; 찌르듯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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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at); n. 곁눈질, 사팔눈

blurry [blə́ːri] a. 더러워진; 흐릿한, 또렷하지 않은

shack [ʃæk] n. 오두막

top off idiom. 끝내다, …의 마무리를 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다

garish [gɛ́əriʃ] a. 번쩍번쩍하는; 야한; 화려한.

hedgehog [-́hɑ̀g, -́hɔ̀ːg / -́hɔ̀g] ① 고슴도치; ② 견고한 요새, 철조망; ③ 성 잘 내는 심술쟁이.

indeterminate [ìnditə́ːrmənit] a. 불확실한, 불확정한,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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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 [rʌst] n. (금속의) 녹, 녹슮; (마음속에 쌓인) ‘때’,나쁜 버릇.

jag [dʒæg] vt. …을 들쭉날쭉하게 만들다, 들쭉날쭉하게 찢다.

shove [ʃʌv] v.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eerie [íəri] a. 섬뜩한, 무시무시한, 기분 나쁜, 기괴한

glow [glou] n. 달아오름, 온기, 행복감

crappy [krǽpi] a. (속어) 엉터리인, 시시한; 지겨운, 터무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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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 [kræk] v. 금이 가다, 부수다; 농담을 하다

chandelier [ʃæ ̀ndəlíər] n. 샹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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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over 다시 시작하다, (남)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다.

grudge [grʌʤ]
vt. 주기 싫어하다, 인색하게 굴다, 못마땅해 하다; 

n. 악의, 원한

steam [stiːm] n. 증기, 스팀, 수증기

nuthouse (속어) 정신 병원

crawl [krɔːl]

vi. 기어가다, 네발로 기다, 포복하다; 구물구물 움직이다, 서행하다; (벌레 따위

가) 우글거리다, 들끓다; 

n. 포복, 기어감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fat chance 《속어·반어》 희박한 가망[전망]

wad [wɑd / wɔd] 
① 뭉치, 다발, 채워[메워] 넣는 물건; (종종 pl.) 다량, (상당한) 돈, 대금. 

② 뭉치다; 채워 넣다, 틀어막다; 솜을 넣다; (총의) 앞마개를 털어 넣다; (탄

환·화약을) 재다

junk [dʒʌŋk] n. 쓰레기(trash), 잡동사니, 고철 ; 덩어리, 두꺼운 조각

growl [graul] v.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ponytail [po ́unite ̀il] n. 포니테일(뒤에서 묶어 아래로 드리운 머리); 젊은 처녀.

lug [lʌg] n. 힘껏 끌다, 질질 끌다; n. 세게 끌기

tentative[po ́unite ̀il] ① a. 시험적인, 임시의, n. 시험, 시안; 가설 

② a. 주저하는, 모호한.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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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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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on [me ́is-ən] n. 석수, 벽돌공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brocade [brouke ́id] vt. 무늬를 넣어 짜다, a.무늬를 넣어 짠 직물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peel [piːl] vt. 껍질을 벗기다, 벗겨내다; vi. 벗겨지다

pock [pɑk / pɔk] n. 천연두

divorce [divɔ́ːrs] n. 이혼, 별거, 분리, 절연 ; vt. 이혼하다(시키다)

gimmies [gímiːz] n. 아집, 물욕,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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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rot [rɔt] v. 썩이다, 못쓸게 만들다; n. 썩음, 부패

nightstand [náitstæ̀nd] n. 침실용 탁자

cram [kræm] vt. 억지로 채워 넣다, 밀어 넣다

furnish [fə́ːrniʃ] vt. 공급하다, 제공하다; 비치하다

disgust [disgʌ́st] n. 혐오, 싫증; vt. 불쾌하게 하다, 메스껍게 하다

rescue [re ́skjuː] vt. 구조하다, 구하다; n. 구조, 구출

lump [lʌmp] n. 덩어리, 한 조각; [구어] 땅딸보; 멍청이, 바보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squeak [skwiːk] v. (쥐 따위가) 찍찍 울다, 삐걱삐걱 소리 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scratch [skrætʃ] v. 할퀴다, 긁다; n. 긁기, 할퀴기

eerie [íəri] a. 섬뜩한, 무시무시한, 기분 나쁜, 기괴한

critter [krítər] ① (영국방언)가축, 소, 말; 

② 놈, 녀석

dim [dim] a. 어둑한, 희미한; 둔한, 멍청한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

jerk [dʒəːrk] vt. 갑자기 움직이다; n. 갑자기 잡아당김; 바보

crouch [krautʃ] v. 몸을 구부리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reflex [ríːfleks] a. 반사의; 반사된; 되돌아오는, 반동적인 ; n. 반사; 반사광; 그림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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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n. 신음 

소리

deliberate [dilíbərit] a. 신중한, 계획적인 (deliberately ad.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sibling [síbliŋ] n. (한 부모에서 난)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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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ted [krʌ́stid] ① a.겉껍질이 생긴; 오래된, 묵은; 예스러운; 굳은, 융통성 없는; 

②  뻔뻔스러운, 추접스러운, 쓸모없는.

pad [pæd] vt. …에 덧대다; …에 패드를 넣다[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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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k [tʃʌŋk]
n. 큰 덩어리, 상당한 양[액수]; vt.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다; vi.덩어리가 되

다, 동강나다

reveal [rivíːl] vt. 드러내다, 보이다, 나타내다

tatter [tǽtəːr] n. 넝마, 누더기 옷

loll [lɔl] v. 축 늘어지다, 빈둥거리다

string up idiom. 높이 매달다; 목매달아 죽이다, 교수형에 처하다

garland [gɑ́ːrlənd] n. 화환, 화관(花冠); vt.…에게 화환을 씌우다[으로 장식하다., 화환으로 만들다

plank [plæŋk] n. 널, 두꺼운 판자

glitter [glítər] vi. 번쩍번쩍하다, 빛나다

ferret [fe ́rit] n. 흰 족제비; 수색자, 탐정

knickknack [níknæk] n. 작은 물건; 자지레한 장신구; 골동품  

musty [mʌ́sti] a. 곰팡이 핀, 곰팡내 나는; 케케묵은, 진부한(stale); 무기력한, 무감동한

demented [dime ́ntid] a. 발광한, 정신 착란 상태의; 이상한

nutty [nʌ́ti] a. (속어) 머리가 돈, 미치광이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scrape [skreip]
vt. 문지르다, 문질러 깨끗이 하다; …의 수염을 깎다, 면도하다 ; 스쳐…에 상

처를 내다 

dumbwaiter [dʌ́mwe ̀itər] n.식품·식기·소화물용 엘리베이터

shaft [ʃæft] n. (창·망치 따위의) 자루, 손잡이

skeptical[ske ́ptik(ə)l] a. 의심 많은, 회의적인

astonishment [əstɑ́niʃmənt] n. 놀람, 경악

winch [wintʃ] vt.윈치로 감아올리다

stub [stʌb] n. (나무의) 그루터기; 쓰다 남은 토막, 동강, 꽁초; 짧고 몽똑한 것

knob [nɔb] n. 손잡이, 쥐는 곳; 혹, 마디; (깃대 따위의) 둥근 장식

wick [wik] n. (양초·램프 따위의) 심지; 

yank [jæŋk]

v. (구어) 확 잡아당기다; (미국속어) (시원찮은 사람을) 교체하다, 물러나게 하다

(retire); 

n. (구어) 홱 당김

makeshift [me ́ikʃìft] n. 임시변통의 수단, 미봉책; 대용품; a. 임시변통의, 일시적인.

lantern [lǽntəːrn] n. 랜턴, 호롱, 등롱

erratic [iræ ́tik] a. 산만한, 변덕스러운; 엉뚱한 ; n.기인, 이상한 사람

ascent [əse ́nt] n. 상승, 오름, 올라감

chute [ʃuːt] n. 비탈진 도랑, 자동 활송 장치

yelp [jelp] n. 소리침, 비명; (개 따위의) 캥캥 짖는 소리

Chapter 3

illuminate  [ilu ́ːməne ̀it] ① vt.조명하다, 비추다 ; 꾸미다, 채색하다 ; 



                                                                      

② 계몽[계발]하다, 교화하다; 명백히 하다, 해명하다 

③ vi.밝아지다

compendium [kəmpe ́ndiəm] n. 대요, 개략, 요약, 개론; 일람표

anatomy[ənæ ́təmi] n. 해부학, 해부, 해부 모형, 해부용[된] 시체

watercolor [wɔ́ːtəːrkʌ̀ləːr] n. 그림물감; 수채화(법)

girl [gəːrl] n. 계집아이, 소녀

torso [tɔ́ːrsou] n. 토르소(머리·손발이 없는 나체 조각상); (인체의) 몸통; (비유) 미완성 작품.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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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등을)튀기다

clack [klæk] vi. 찰칵 소리를 내다; 재잘재잘 지껄이다; n. 찰칵하는 소리;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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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te [ʃuːt] n. 비탈진 도랑, 자동 활송 장치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insist [insi ́st] v. 주장하다, 고집하다, 우기다

scrunch [skrʌntʃ] vt. 우두둑 깨물다; 우지끈 부수다; (얼어붙은 눈 위 등을) 저벅저벅 밟다

Chapter 4

knotted [nɑ́tid / nɔ́t-] a. 매듭이[마디가] 있는; 울퉁불퉁한; 얽힌; 어려운, 곤란한.

brass [bræs] n. 놋쇠, 황동

tug [tʌg] vt. 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

sob [sɑ(ɔ)b] vi. 흐느껴 울다

scissor [sízəːr] vt.가위로 베다 ; n.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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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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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cket [kríkit] n. 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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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usable [ʌ́nju ́ːzəbəl] a.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garment  [gɑ́ːrmənt] n. 의복, 옷, 의류; 외피, 외관

profusion  [prəfju ́ːʒən] n. 대량, 풍부; 통이 큼; 낭비, 사치.

rafter [rǽftəːr] n.서까래.

dummy [dʌ́mi] n. (양복점의) 동체 모형, 장식 인형; 바꿔 친 것[사람]; (영화의) 대역 인형.

knob [nɔb] n. 손잡이, 쥐는 곳; 혹, 마디; (깃대 따위의) 둥근 장식

spiral [spái-ərəl] a. 나선(나사) 모양의

chip [tʃip] vt. 잘게 썰다, 잘라내다

slate [sleit] n. 슬레이트, 점판암; a clean slate 깨끗한 경력

gravel [grǽvəl] ① n. 자갈; vt. ┅에 자갈을 깔다, 자갈로 덮다; 

② 곤란케 하다, 괴롭히다

carriage [kǽridʒ] n. 탈것, 차; 유모차



                                                                      

stool [stuːl] n. 걸상

fabric [fǽbrik]
① n. 직물, 천 편물; 

② 구조; 조직, 구성; 구축,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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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 [tʃest] ① n. 가슴 

② n. 상자, 궤

cobweb [kɑ́bwe ̀b] vt. 거미줄로 덮다; n. 거미줄

grime [graim] n. 때, 먼지, 검댕

tatter [tǽtəːr] n. 넝마, 누더기 옷

satchel [sæ ́tʃ-əl] n. 작은 가방, 학생 가방.

charcoal [tʃɑ́ːrko ̀ul] n.숯, 목탄; 목탄화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n. 신음 소리

frustration [frʌ́streiʃən] n. 좌절, 실패

pirate [pa ́iərət] n. 해적, 해적선, 약탈자; v.약탈하다

riddle [ri ́dl]
① n. 수수께끼; vi. 수수께끼를 내다; 

② vt. (곡물 등을) 체질해 거르다; (총탄 따위로) 구멍투성이를   만들다, 벌집

으로 만들다; (질병·해악 등으로)…을 채우다, 좀먹다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compartment [kəmpɑ́ːrtmənt] n. 구획, 칸막이; 객실

paw [pɔː] v. (말이) 앞발로 차다, 앞발로 땅을 치다

squarish [skwɛ́-əriʃ] a. 네모진, 모난

embossed [embɔ́s, -bɑ́s, im-] vt. 도드라진 무늬를 내다; 부풀리다; 융기시키다.

rag [ræg] n. 넝마, 걸레

smudge [smʌdʒ]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tuck [tʌk]
①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faerie [fe ́iəri, fɛ́əri] a. 요정의; 몽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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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less [ru ́ːƟlis] a. 무정한, 무자비한

parry [pǽri] vt. 받아넘기다, 회피하다, 얼버무리다; n. 받아넘김 ; 둘러댐, 핑계

desperate [de ́spərit] a. 자포자기의, 필사적인, 절망적인

foil [fɔil] ① 박(箔), 금속 박편, 포일;

② (상대방·계략 등을) 좌절시키다, 뒤엎다, 저지하다

cream [kriːm] n. 크림 

tadpole [tǽdpo ̀ul] n. 올챙이

mumble [mʌ́mb-əl] v.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우물우물 씹다; n. 중얼거림

parlor [pɑ́ːrlər] n. 객실, 거실, 응접실; 특별 휴게소; (수도원 등의) 면회실

browny [bráuniʃ] a. 갈색을 띤

pixie [píksiː] n. 작은 요정; 장난꾸러기 ; a. 장난치는, 장난기 있는 

nixie [níksi] n. nix(물의 요정, 수마)의 여성형



                                                                      

badminton [bǽdmintən] n. 배드민턴

birdie [bə́ːrdi n. 배드민턴의 깃털 공; 새, 작은 새

hunch [hʌntʃ] n. 군살, 혹; (꼽추의 등에 닿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에서)예감, 육감; vt. (등

을) 둥글게 구부리다

intrigue [intríːg] vt. …의 호기심을 돋우다; vi. 음모를 꾸미다; n. 음모

boggart n. 폴터가이스트를 일으키는 유령 혹은 정령

wacky [wǽki] a. (속어) 괴짜인, 이상한, 괴팍스러운, 엉뚱한

skeevy a. 초라한, 더러운

slick [slik] a. 매끈매끈한, 미끄러운; 능숙한, 교묘한

scaly [ske ́ili] ① a. 비늘이 있는; 비늘 모양의; ② 야비한, 인색한

flank [flæŋk] vt. 측면에 서다, …의 옆에 있다

dwarf  [dwɔːrf] n. 난장이 (pl. dwarves)

bundle up …을 한 묶음으로 만들다

gurgle [gə́ːrgəl] v. (물 따위가) 콸콸 소리 내다, 콸콸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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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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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 [sɔːr] vi. 높이 날다[오르다], 날아오르다 ; 급등하다, 치솟다 ; n. 솟아[날아]오름

lame [leim] a. 절름발이의, 절룩거리는, 불구의

malicious [məlíʃəs] a. 악의 있는, 심술궂은(사람·행위)

mischief [místʃif]
flour [flauər]

n. 장난; 해악

n. 밀가루; 분말, 가루; (화장)분. 

obtain [əbte ́in] vt. 얻다, 획득하다

tile [tail] n. 타일; 기와.

apothecary [əpɑ́ɵəke ̀ri] n. 약제사, 약종상; 약국

liberally líb-ərəli] ad. 자유로이, 관대하게; 개방적으로; 편견 없이; 대체로, 대충

saucer [sɔ́ːsəːr] n. (커피 잔 따위의) 받침 접시; (화분의) 받침

weird [wiəːrd] a. 수상한, 기묘한, 이상한

crud [krʌd] int. 제기랄, 빌어먹을(불쾌감, 실망의 표시); n. 지겨운 놈; 굳어진 침전물

mister [místəːr] n. 군, 씨, 선생, 님, 귀하(흔히 Mr.로 생략); 나리, 선생님 등의 호칭

slink [sliŋk] vi. 살금살금 걷다(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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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piər] vi.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

porcelain [pɔ́ːrsəlin] a. 자기로 만든, 깨지기 쉬운; n. 자기(磁器), (pl.) 자기 제품

ooze [uːz] v. 스미다, 새다, 줄줄 흘러나오다

windowpanes [wíndoupe ̀in] n. (끼워놓은) 창유리

red-rimmed 울어서 충혈 된

expectantly [ikspe ́ktəntli] ad. 기다려서, 기대하여.

drift [drift] v. 표류하다, 떠돌다, 바람에 날려 쌓이다. 

heel [hiːl] n. 뒤꿈치; (동물의) 발; 뒤축.



                                                                      

feathring [fe ́ðəriŋ] n. 깃털; 깃 모양의 물건

regret [rigre ́t] n. 유감, 후회; vt. 후회하다

violence [va ́iələns] n. 격렬함, 폭력

sniff [snif] v. 코를 킁킁거리다; 콧방귀를 뀌며 말하다

manipulate [mənípjəle ̀it] vt. ① (부정하게) 조종하다, 조작하다. 

    ② (기계 등을) 능숙하게 다루다; (문제를) 솜씨 있게 처리하다.

pineneedle n. 솔잎.

mow [mou] vt. (풀·보리 따위를) 베다, 베어내다

snag [snæg]
n.① 꺾어진 가지; 가지 그루터기 ② (물에) 잠긴 나무; 암초 ③ 뜻하지 않은 

장애, 걸림, 난관.

tug [tʌg] vt. 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pearl [pəːrl] n. 진주, 진주 목걸이

pinch [pintʃ] vt. 꼬집다; 괴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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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rug [rʌg] n. (바닥의) 깔개, 융단, 양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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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st [ruːst] n. (새가) 앉는 나무; 보금자리; (사람의) 휴식처; 침소; 임시 숙소.

den [den] n. (야수의) 굴; (동물원의) 우리; (도둑의) 소굴; 초라한 살림집; 밀실.

cradle [kreídl] n. 요람; 발상지

stiffly [pəːrtʃ] ad. 딱딱하게, 완고하게

sconce [skɑns] n. (벽 따위에 설비한) 쑥 내민 촛대; 납작한 손잡이가 달리 촛대

paw [pɔː] v. (말이) 앞발로 차다, 앞발로 땅을 치다

nib [nib] n. (새의) 부리; 깃펜의 끝; 펜촉의 끝, 펜촉

inscription [inskrípʃən] n. 명(銘), 비명, 헌사, 서명

legible [le ́dʒəb-əl] a. (필적·인쇄가) 읽기 쉬운; 훤히 알 수 있는, 명료한

milling [míliŋ] n. 맷돌로 갈기, 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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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e brim 가장자리가 넓은, 모자의 챙이 넓은

leash [liːʃ] n. 가죽 끈, 사슬; 속박; 통제; (개·토끼 따위의 한데 매인) 세 마리; 셋이 한 

조

squeal [skwiːl] v.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smack [smæk]

① n. 맛, 풍미, 낌새, 기미; vi. 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② vt. 찰싹 치다, 소리 내다; 입맛을 다시다, 혀를 차다; 

    n. 찰싹하는 소리; 입맛 다심, 혀 차기; 소리 나는 키스

mannikin  [mǽnikin] n. 난쟁이, 꼬마둥이; 인체 해부 모형

heed [hiːd] v. 주의하다, 조심하다; n. 주의, 유의

ire [áiər] n. 분노 ; vt.성내다



                                                                      

flip through 페이지를 휙휙 넘기다, 후딱 훑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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