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Alchemist 영어 원서 단어장 

 the Alchemist
- 책을 좋아하는 양치기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해 나서는 여행길!

- 전 세계에서 2천만 권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의 원서!

-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 ‘파울로 코엘료’의 다른 책들도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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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ogue

leaf through 쭉 페이지를 넘기다, 쭉 훑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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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cinate [fǽsineit] v. 매혹하다, 황홀케 하다

goddess[gɑ́dis] n. 여신; 동경하는 여성, 절세미인

Part One

dusk [dʌsk] n. 땅거미, 황혼, 어스름.

herd [həːrd] n. 짐승의 떼, (특히) 소, 돼지의 떼; 군중, 대중

sycamore [síkəmɔ̀ːr] n. 단풍나무의 일종; [미국] 플라타너스

sacristy [sǽkrəsti] n. (교회의) 성물실(聖物室), 성물 안치소.

plank [plæŋk] n. 널빤지, 두꺼운 판자

stray [strei] a. 처진, 길을 잃은; 뿔뿔이 흩어진; vi. 옆길로 빗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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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투덜투덜하다

prod [prɑd] vt. 찌르다, 쑤시다

shepherd [ʃe ́pəːrd] n. 양치기

merchant [mə́ːrtʃənt] n. 상인, 무역상인

proprietor [prəpráiətər] n. 소유자, 소유주, 경영자

shear [ʃiəːr] n. (pl.) 큰 가위, 가지 치는 가위

vague [veig] a. 어렴풋한, 막연한

vaguely [veigli] ad. 모호하게, 막연히

conqueror [kɑ́ŋkərər] n. 정복자, 승리자

mumble [mʌ́mb-əl] v.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raven [re ́ivən] a. 새까만, 검고 윤나는, 칠흑의; [조류] 갈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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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ge [əːrdʒ] v. 몰아대다, 재촉하다; 주장하다, 강조하다; 격려하다

slaughter [slɔ́ːtəːr] n. 도살, 살인, 살육, 학살; vt. 도살하다, 학살하다

nourishment [nə́ːriʃmənt] n. 자양물, 음식물

haunted [hɔ́ːntid] a. 귀신(유령)이 나오는(출몰하는), 귀신이 붙은



                                                             

zenith [zíːniɵ] n.천정; 정점, 절정, 전성기

withstood withstand 의 과거, 과거분사.

withstand  [wiðstǽnd] vt. …에 저항하다, …에 반항(거역)하다; 잘 견디다, 버티다

seminary [sémənèri] n. 신학교, 학교; 발생지, 양성소

theology [ɵiːɑ́lədʒi] n. 신학

summon [sʌ́mən] vt. 소환하다, 호출하다

summon up one´s courage 용기를 내다

wind up [wáind-ʌ̀p] v. 끝을 맺다, 마무리하다, 결말을 짓다, 그만두다

inheritance [inhe ́ritəns] n. 상속, 계승, 유산

tinge [tindʒ] n. 엷은 색조, 기미

hence [hens] ad.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금후, 여기서부터

sought [sɔːt] SEEK의 과거·과거분사.

inexhaustible [ìnigzɔ́ːstəbəl] a. 다할 줄 모르는, 무진장한; 지칠 줄 모르는, 끈기 있는

muse [mjuːz] vi.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n. 음악의 신, 시적인 감각

interpret [intə́ːrprit] v. 해석하다, 설명하다; 통역하다

Gypsy [ʤípsi] n. 집시

pact [pækt] n. 계약, 협정

the Sacred Heart of Jesus 예수님의 성상

Our Fa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recurrent [rikə́ːrənt] a. 재발(재현)하는;  되풀이되는, 반복하는

consultation [kɑ̀nsəltéiʃən ] n. 상담, 의논, 협의

swear [swɛər] vi. 맹세하다, 선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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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ke up a conversation (=make small talk) 가볍게 말을 걸다

dryly [dráili] ad. 냉담하게, 무미건조하게

persist [pərsi ́st] vi. 고집하다, 주장하다; 지속하다, 존속하다

sip [sip] n. 한 모금, 한 번 마심; vt. 찔끔찔끔 마시다, 홀짝이다

ignorant [ígnərənt] a. 무지한, 예의를 모르는, (어떤 일을) 모르는

cape [keip] n. 어깨 망토

yearn [jəːrn] vi.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convince [kənvíns] vt.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obligation [ɑ(ɔ)bligéiʃən] n. 의무, 책무; 은혜, 의리

conspire [kənspáiər] vi.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협력하여 …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pang [pæŋ] n. 격통, 고통; 비통, 상심, 번민

embed [imbéd]
vt. (물건을) 끼워 넣다, 깊숙이 박다, 파묻다; (마음·기억 등에) 깊이 새

겨 두다.

Warriors of the Light 광명의 전사들

vanish [vǽniʃ] v. 사라지다, 자취를 감추다

wander [wɑ́ndəːr] vi. 헤매다,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strait [streit] n. 해협(ex: the Straits of Dover 도버해협); (pl.) 곤경, 궁핍, 곤란

pregnant [pre ́gnənt] a. 임신한

ewe [juː, jou] n. 암컷 양

pasture [pǽ(ɑ́ː)stʃər] n. 목장, 목초지

stable [stéibl] a. 안정된, 견고한; n. 마구간, 외양간

occupy [ɑ́(ɔ́)kjupai] vt. 차지하다, 점령하다; 종사하다

solitary [sɑ́lite ̀ri] a. 고독한, 외톨의, 외로운, 혼자의

levanter [livǽntəːr] n. (지중해상에 부는) 강한 동풍

complete [kəmplíːt] a. 완전한, 완벽한 vt. 완성하다, 완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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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en [óumən] n. 전조, 조짐

beginner's luck 초심자의 행운

whet [hwet] vt. (식욕 따위를) 자극하다, 돋우다; (칼 따위를) 갈다

lame [leim] a. 절름발이의, 절룩거리는, 불구의

cricket [kríkit] n. 귀뚜라미

grasshopper [- ́hɑ̀pər] n. 메뚜기

lizard [lízərd] n. 도마뱀

breastplate [bréstple ̀it] n. (갑옷·마구 따위의) 흉갑, 가슴받이

lad [læd] n. 젊은이, 청년, 소년

saintly [séintli] a. 성인 같은, 덕망 높은, 거룩한

converse [kənvə́ːrs] vi 담화하다, 서로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platter [plǽtər] n. (타원형의 얕은) 큰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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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hment [pɑ́ːrtʃmənt] n. 양피지

entrust [entrʌ́st] vt. 맡기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fort [fɔːrt] n. 성채, 보루, 요새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abash [əbǽʃ] vt. 부끄럽게 하다,  무안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vanity [vǽniti] n. 무상함, 허무; 허영심

chant [tʃænt] n. 노래, 멜로디; v. (노래, 성가를) 부르다, 찬송하다; 일제히 외치다

infidel [ínfədl] a. 신을 믿지 않는, 신앙심 없는; 이교도의, 이단의;

n. 믿음이 없는 자, 무신론자; 이교도

unsheathed [ʌnʃi ́ːð] vt. 칼집에서 뽑다, 선전 포고를 하다, 개전하다

shrub [ʃrʌb] n. 키 작은 나무, 관목

forbid [fərbi ́d] vt. 금하다, 허락하지 않다

aroma [əro ́umə]  n. 방향(芳香), 향기

dismantle [dismǽntl] vt. 부수다; (기계 등을) 분해하다, 해체하다

trajectory [trədʒékt-əri] n. 곡선, 호(弧), 궤도, 궤적

lament [ləme ́nt] n. 비탄, 애도; v. 한탄하다, 슬퍼하다

drastical [drǽstik] a. (치료·변화 따위가) 격렬한, 맹렬한; 과감한, 철저한

drastically ad. 과감하게, 철저하게

betray [bitréi] v. 배반하다, 누설하다

insignificant [ìnsignífikənt] a. 무의미한, 하찮은, 사소한

flee [fliː] vi. 달아나다, 도망하다, 내빼다

teem [tiːm] ① vi. 충만하다, 풍부하다, 비옥하다(with); ② vt. (그릇을) 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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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 [pəːrsi ́ːv] vt. 지각하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resolve [rizɑ́lv] vt.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분석하다; 결의하다, 결정하다;

vi. 결심하다, 결정하다

glassware [- ́wɛ̀ər] n. 유리제품

geologist [ʤi ̀ːɑ́ləʤist] n. 지질학자

well-heeled [wélhiːld] (구어) a. 부유한, 넉넉한



                                                             

infrequent [infríːkwənt] a. 희귀한, 드문; 보통이 아닌, 진귀한

cleanse [klenz] vt. 정결하게 하다; (죄 따위를) 씻어 깨끗이 하다

profound [prəfáund] a. 깊이가 있는, 심오한

bazaar [bəzɑ́ːr] n. 시장, 저잣거리

adjust [ədʒʌ́st] v. 맞추다,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Part Two

grouch [grautʃ] n. 불평꾼, 잔소리, 기분 나쁨; vt. 토라지다, 불평하다

rueful [ru ́ːfəl] a. 슬픈 듯한; 가엾은, 비참한

charitable [tʃǽrətəbəl] a. 자비로운, 관대한, 자선의

devout [diváut] a. 믿음이 깊은, 독실한, 경건한

pilgrimage [pílgrimidʒ] a. 성지 순례, 순례 여행

delicate [délikit] a. 섬세한; 미묘한; 민감한; 허약한, 가냘픈

pilgrim [pílgrim] n. 순례자, 성지 참배자

cobbler [kɑ́blər ] n. 구두 수선공

disembark [dìsembɑ́ːrk] v. 내리다, 양륙하다, 상륙시키다

wound [wuːnd]
① n. 상처, 부상, 상해; vt. 상처를 입히다;

② WIND의 과거·과거분사 (발음: [waund])

decent [díːsnt] a. 고상한, 버젓한, 상당한

seducer n. 유혹하는 사람

hookah [húkə] n. 물담배, 수연통(水煙筒)

pipe [paip] v. 피리를 불다; 지저귀다, 새된 목소리로 말하다; n. 파이프, 관

coal [koul] n. 석탄

inhale [inhe ́il] v. 들이쉬다, 빨아들이다, 흡입하다

immense [ime ́ns] a. 막대한, 무한한, 광대한

refrain [rifre ́in] vt. …을 그만두다, 삼가다; n. (노래의) 후렴

smother [smʌ́ðəːr] v.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의 성장을 저지하다; n. 연기 피움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

belonging [bilɔ́(ː)ŋiŋ] n. 소유물, 재산(property),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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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mit [trænsmít] vt. 보내다, 전달하다

coincidence [kouínsədəns]  n. (우연의) 일치, 부합; 동시에 일어남



                                                             

tremendously [triméndəsli] ad. 엄청나게, 굉장히, 대단히

caravan [kǽrəvæ̀n] n. (사막의) 대상(隊商); 여행대(隊)

warehouse [wɛ́əːrhàus] n. 창고, 저장소

corral [kərǽl] n. 가축우리, 축사

alchemy [ǽlkəmi] n. 연금술

vain [vein] a. 헛된, 보람 없는; 허영심이 강한

archaeological [ɑ̀ːrkiəlɑ́dʒikəl] a. 고고학의

expedition [ekspidíʃən] n. 탐험, 원정

odor [óudər] n. 냄새; 좋지 못한 냄새, 악취; 낌새, 기미

tolerable [tɑ́(ɔ́)lərəbl] a. 참을 수 있는; 웬만한, 상당한

divination [dìvənéiʃən] n. 점(占), 예측, 예지, 예언, 조짐

encyclopedia [ensàikloupíːdiə] n. 백과사전, 전문사전

attach [ətǽtʃ] vt. 붙이다, 부착하다; 소속시키다

capricious [kəpríʃəs] a. 변덕스러운, (마음이) 변하기 쉬운

mule [mjuːl] n. 노새

fowl [faul] n. 닭, 가금

babble [bǽbəl] n. 떠듬거리는 말, 지껄임, 재잘댐

disobedience [dìsəbíːdiəns] n. 불순종, 불복종, 불효; 위반, 반칙

vow [vau] n. 맹세, 서약; vi. 맹세하다

bugle [bjúːgəl] n. (군대용) 나팔

mounted  [máuntid] a. 말을 탄

whinny [hwíni] n. 히힝(말의 울음소리); v. (말이) 나지막이 울다

hoofbeat [húːbi ̀ːt] n. 발굽 소리

nostalgia [nɑstǽldʒiə] n. 향수, 향수병, 노스탤지어

intuition [ìntjuíʃən] n. 직관, 직관적 통찰

immersion [imə́ːrʃən] n. 잠금, 담금; 침수; 몰입, 열중, 몰두

immerse [imə́ːrs] vt. 담그다, 가라앉히다, 적시다; 빠져들게 하다, 몰두시키다

boulder [bóuldəːr] n. 둥근 돌, 옥석

detour [díːtuər, ditúər] n. 우회(迂廻); 우회로(路); 도는 길

balk [bɔːk] vt.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n. 장애, 방해물



                                                             

dismount [dismáunt] vt. (말·자전거 따위에서) 내리다

treacherous [trétʃ-ərəs] a. 배반하는, 반역하는, 불충한;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위험한

superstition [suː(sjuː)pərstíʃən] n. 미신, 맹신

relate [riléit] v. 관계(관련)시키다, 관계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orchard [ɔ́ːrtʃərd] n. 과수원

unmet [ʌnmét] a. (요구·목표 등이) 채워지지 않은

surveillance [sərvéiləns] n. 감시, 망보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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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turnal [nɑktə́ːrnl] a. 밤의, 야간의

sentinel [séntənəl] n. (문어) 보초; 파수

fringe [frindʒ] n. (숄, 테이블 가장자리의)술, 술 장식; 가장자리, 외변, 부차적인 것;

v. ~에 술을 달다, 테를 두르다

dune [djuːn] n. 모래 언덕

encampment [enkǽmpmənt] n. 야영지, 진지

bleach [bliːtʃ] v. 표백하다, 희게 하다, 희어지다; n. 표백, 표백제

manifestation [mæ̀nəfəstéiʃ-ən] n. 표명, 명시; 나타남, 징후, 표시

inscribe [inskráib] vt. (비석·금속판·종이에) 새기다, 파다

dedicate [de ́dikèit] vt. 헌납하다, (시간·생애 등을)바치다

purification [pjùərəfike ́iʃən] n. 정화, 정제

elixir [ilíksər] n. 불로장생의 약, 만병통치약

philosopher [filɑ́səfər] n. 철학자, 현자

obscure [əbskjúər] a. 어두운, 분명치 않은; 무명의, 눈에 띄지 않는

decipher [disáifər] vt. (암호·수수께끼를) 풀다, 해독하다(decode), 판독하다

primitive [pri ́mitiv] a. 원시의, 원시적인

Bedouin [béduin, be ́dwin] n. 베두인(사막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유목민, 방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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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alm [식물] 대추 야자나무

signify [sígnəfài] vt. 의미하다, 뜻하다(mean), 알리다, 보이다

refuge [réfjudʒ] n. 피난, 도피; 피난처, 은신처

herald [he ́rəld] vt. 알리다, 포고하다, 고지하다; n. 왕의 사자, 전령

appreciate [əpríːʃieit] vt. 진가를 인정하다; 평가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apprentice [əpréntis] n. 도제(徒弟), 수습생; 초심자

reveal [rivíːl] vt. 드러내다, 보이다, 나타내다

innumerable [inju ́ːmərəbl] a. 셀 수 없는, 무수한

incessantly [insésəntli] a. 끊임없는, 그칠 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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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ity [hɑ(ɔ)spitǽliti] n. 환대, 친절

chieftain [tʃíːftən] n. 수령, 추장, 왕초, 두목

chromeplated [kro ́umple ̀itid] a. (금속이) 크롬 도금의, 크롬 도금을 한

revolver [rivɑ́lvəːr] n. (회전식의) 연발 권총

exhaustion [igzɔ́ːstʃən] n. 극도의 피로, 기진맥진

clamor [klǽmər] v. 와글와글 떠들다, 시끄럽게 굴다; n. 시끄러운 외침, 떠들썩함

consent [kənsént] vi. 동의하다, 승낙하다; n. 동의, 승낙

exultant [igzʌ́ltənt] a. 몹시 기뻐하는; 승리를 뽐내는, 의기양양한

vessel [ve ́sl] n. (큰)배; 용기, 그릇

surge [səːrdʒ] vi. 큰 파도가 일다; 파동 치다, 밀어닥치다

exert [igzə́ːrt] vt. (힘·지력 따위를) 발휘하다, 쓰다

evoke [ivóuk] vt. (기억·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환기하다

avert [əvə́ːrt] vt. (눈·얼굴 따위를) 돌리다, 비키다(from), 외면하다, 피하다

prophet [prɑ́fit] n. 예언자, 선지자, 선각자; (the P-) 마호메트(Mohammed)

genie [ʤíːni] n.  (아라비아 동화에 나오는) 요정, 마귀, 귀신, 지니

lead [liːd] ① vt. 인도하다, 이끌다, 인솔하다; n. 선도, 솔선, 지휘 ② n. [광물] 납

jug [dʒʌg] n. (속어) 교도소, 감옥

ravine [rəvíːn] n. 협곡, 산골짜기, 계곡

furnace [fə́ːrnis] n. 노(爐); 아궁이, 화덕, 난방로

sulfur [sʌ́lfər] n.[화학] 황

hypnotize [hípnətàiz] v. 최면 걸다; 매혹시키다

distinct [disti ́ŋkt] a. 별개의, 다른; 뚜렷한, 명백한

possession [pəzéʃən] n. 소유, 입수, 점거, 점령

fleet [fliːt] a. 빠른, 쾌속의, 신속한(swift)

mirage [mirɑ́ːʒ] n. 신기루, 망상



                                                             

heed [hiːd] v. 주의하다, 조심하다; n. 주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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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etration [pe ̀nətréiʃən] n. 침투, 침입, 돌입, 관통; 통찰

penetrate [pe ́nitreit] v. 꿰뚫다, 통과하다; 간파하다

wary [wɛ́-əri] a. 경계하는, 주의 깊은, 신중한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eternity [itə́ːrnəti] n. 영원, 무궁; 불사, 불멸; 영원성

assortment [əsɔ́ːrtmənt] n. 구분, 유별, 분류; 각종 구색

extinguish [ekstíŋgwiʃ] vt. 끄다, 소화시키다, 소멸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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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ffuse [səfju ́ːz] vt. 뒤덮다,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habituate [həbítʃue ̀it] vt. 길들이다, 익숙케 하다; 습관을 들이다

imperceptible [ìmpərséptəbəl] a. 감지할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의, 미세한

imperceptibly [ìmpərséptəbli] ad. 미세하게, 알아차릴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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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 [riər] ① n. 뒤, 배후, 배면; a. 후방의 ② vt. 기르다, 교육하다, 사육(재배)하

다; 세우다, 일으키다; vi. (말 등이) 뒷다리로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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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bbard [skǽbəːrd] n.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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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nostication [prɑgnɑ́stike ̀iʃən] n. 예지, 예언, 예상, 예측

letup [le ́tʌ̀p] n. 감소, 감속; 완화, 해이

let up 그만두다, 쉬다, 해이해지다

brandish [brǽndiʃ] vt. (검·곤봉·채찍 등을) 휘두르다

scatter [skǽtər] vt. 흩뿌리다, 훑어버리다

scimitar n.  (아랍 사람 등의) 언월도(偃月刀) 

intruder [intru ́ːdər] n. 침입자, 난입자; 훼방꾼, 방해자

grove [grouv] n. 작은 숲, 과수원

battalion [bətǽljən] n.[군사] 대대; [일반적] 대부대, 집단

condemn [kəndém] vt. 비난하다, 힐난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apparatus [æpəréitəs] n. 장치, 기구, 기계



                                                             

reiterate [riːítərèit] vt. (명령·탄원 등을)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daunt [dɔːnt] vt. 위압하다, 움찔하게 하다, 기세를 꺾다

traitorous [tréit-ərəs] a. 반역(죄)의, 배반하는, 불충한, 딴 마음 있는

steed [stiːd] n. 말, 군마(軍馬)

falcon [fǽlkən] n. 송골매, (사냥용) 매

rein [rein] n. (pl.) 고삐; 통제 수단, 제어, 구속; v. 고삐로 조종하다

gallop [gǽləp] vi. 전속력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abrupt [əbrʌ́pt] a. 돌연한, 갑작스러운; 퉁명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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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nt [skwint]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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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monotony [mənɑ́(ɔ́)təni] n. 단조로움, 한결같음

wage [weidʒ] n. 임금, 급료

agitate [ǽdʒəte ̀it] vt. 흔들어대다,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교란하다

traitor [tréitər] n. 배반자, 반역자

treasonous a. 배신한, 불신하는, 불충한

treason [tríːz-ən] n. 반역(죄), 모반, 국사범, 배신, 배반

victor [víktər] n. 승리자, 전승자, 정복자

seldom [se ́ldəm] ad. 드물게, 좀처럼 …않는

wearisome [wí-ərisəm] a. 피곤하게 하는, 지치게 하는; 싫증난, 지루한

drunkard [drʌ́ŋkərd] n. 술고래, 모주꾼

fascination [fæ̀sənéiʃən] n. 매혹, 매료, 황홀케 함, 홀린 상태

evolve [ivɑ́lv] vt. 발전시키다, 진화하다

conflict [kɑ́(ɔ́)nflikt] n. 투쟁, 충돌; vi. 싸우다, 투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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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e [intəfíər] vi. 간섭하다, 방해하다, 훼방 놓다

convey [kənvéi] vt. 나르다, 운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shove [ʃʌv] vt.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ravage [rǽvidʒ] n. 파괴, 황폐; vt. 유린하다, 약탈(파괴)하다



                                                             

despise [dispáiz] vt. 경멸하다, 멸시하다

confiscate [kɑ́nfiske ̀it] vt. 몰수하다, 압수하다

impenetrable [impe ́nətrəbəl] a. 꿰뚫을 수 없는, 지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cliff [klif] n. 절벽, 낭떠러지

impassable [impǽsəbəl] a. 통행할 수 없는, 지나갈(통과할) 수 없는

game [geim] ① n. 놀이, 유희, 오락; 경기, 시합; ② n. 표적, 목적물, 사냥감

nourish [nə́ː(ʌ́)riʃ] vt. 기르다, (영양분을)주다

flourish [flə́ː(ʌ́)riʃ] vi. 번영하다, 번창하다

sirocco [sirɑ́kou] n. 열풍, 시록코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부는 바람)

blot [blɑt] n. 얼룩, 더러움, 오점;

vt. 더럽히다, …을 얼룩지게 하다; 가리다, 지우다, 덮어 숨기다(out)

static [stǽtik] a. 정적인, 고정된, 정지 상태의

roam [roum] vi. 거닐다, 배회하다

significance [signífikəns] n. 의의, 의미, 중요성

defiance [difáiəns] n. 도전, 반항, 저항

disciple [disáipəl] n. 제자, 문하생

bade [bæd / beid] v. bid의 과거

bid farewell 작별을 고하다

monastery [mɑ́nəste ̀ri] n. (주로 남자의) 수도원

invoke [invóuk] vt. 기원하다, 빌다; 호소하다

sliver [slívəːr] n. 찢어진 조각, 가느다란 조각; vt. 세로로 길게 베다(찢다)

dazzle [dǽzəl] vt. 현혹시키다, 감탄시키다

chariot [tʃǽriət] n. (고대의) 전차

centurion [sentjúəriən] n. [고대로마] 백부장(百夫長)

avidly [ǽvidli] ad. 욕심내어, 탐내어, 갈망하여, 열심히

preconceive [prìːkənsíːv] vt. 미리 생각하다, 예상하다, …에 선입관을 갖다

starry [stɑ́ːri] a. 별의, 별이 많은

scarab [skǽrəb] n. n. 풍뎅이

beetle [bíːtl] n. 딱정벌레, 갑충

excavation [èkskəvéiʃən] n. 굴, 구덩이; 굴착, 땅파기; 발굴



                                                             

abrade [əbréid] vt. 문질러 닳게 하다, 침식하다

refugee [rèfjudʒíː] n. 피난자, 난민, 망명자, 도망자

yank [jæŋk]
v.(구어) 확 잡아당기다; (미국속어) (시원찮은 사람을) 교체하다, 물러나게 

하다(retire); n.(구어) 홱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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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logue

knapsack [nǽpsæ̀k] n. 배낭, 륙색

tatter [tǽtəːr] n. 넝마, 누더기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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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quistador [kɑnkwístədɔ̀ːr] n. 정복자,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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