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영어 원서 단어장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 팔십 평생 놀이공원 정비원으로 살아온 주인공 ‘에디’는 어느 날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가 천국에서 차례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과 에디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미치 앨봄이 전하는 또 하나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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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ffy [tǽfi] n. 태피(설탕·버터·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arcade [ɑːrke ́id] n. 아케이드, 지붕 있는 가로(상가); 게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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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el [bæ ́rəl] n. 통; 한 통의 분량, 1배럴

arthritis [ɑːrɵráitis] n. [의학] 관절염

craggy [krǽgi] a. 바위가 많은, 울퉁불퉁하고 험한

protrude [proutru ́ːd] v. (밀어)내다, 내밀다; 불쑥 나오다, 비어져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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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 유약, 잿물, 덧칠

spit [spit] v. 뱉다, 토해내다, 뿜어내다

stutter [stʌ́təːr] v. 말을 더듬다, 더듬거리며 말하다

thrum [ɵrʌm] v. (하프 따위를 단조롭게) 퉁기다, 타다; (탁자 따위를) 똑똑 두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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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gle [ʃíŋg-əl] n. 지붕널, 지붕 이는 판자

carousel [ker ̀use ́l] n. 회전목마

snarl at you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protrude [proutru ́ːd] vt. 내밀다, 내뻗다; vi. 튀어나오다, 비어져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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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squeal [skwiːl] v.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pier [piər] n. 부두, 잔교(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방파제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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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nent  [i ́mənənt] a. 절박한, 급박한, 긴급한; 툭 튀어나와 있는

solvent [sɑ́lv-ənt] a. 지급 능력이 있는; 용해력 있는; n.용제, 용매; 누그러뜨리는 것; 해결책

frankfurter [fræ ́ŋkfəːrtəːr] n.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exhale [ekshe ́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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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vt.  뭉치다; 채워 넣다, 틀어막다; 솜을 넣다; (총에) 앞 마개를  털어 넣다; 

(탄환·화약을) 재다

bologna [bəlo ́unjə] n. 볼로냐소시지

halibut [hæ ́ləbət] n. [어류] 북방 해양 산의 큰 넙치, 핼리벗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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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zle [síz-əl] v. (튀김이나 고기 구울 때) 지글지글하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도록 굽다

whack [hwæk] vt. (구어) 철썩 때리다, 세게 치다

flipper [flípər] n. 지느러미 모양의 발, 물갈퀴; 잠수용 고무 물갈퀴

awkward [ɔ́ːkwərd] a. 거북한, 어색한

fracture [frǽktʃəːr] n. 부숨, 분쇄, 좌절; 분열; 골절; 갈라진 금, 터진 데



                                                                  

assort [əsɔ́ːrt] v. 분류하다; 갖추다; 구색 맞추다; 조화되다

saloon [səlu ́ːn] n. 큰 홀; 담화실; ┅장(場).

spongy [spʌ́ndʒi] a. 작은 구멍이 많은; 푸한, 푹신푹신한; 흡수성의; 믿을 수 없는, 흐리터분한.

barrette [bəre ́t] n. (여성용의) 머리핀.

arterial [ɑːrtíəriəl] a. 동맥의, 동맥 같은. 

exhaust [igzɔ́ːst] vt. 다 써버리다, 지치게 하다; n. 배출, 배기

fished around idiom. (호주머니 등을) 뒤지다, 뒤적이다.

nimble [nímb-əl] a. 재빠른, 민첩한; 영리한, 이해가 빠른, 빈틈없는; 재치 있는, 꾀바른, 재주 있는

cacophony  [kækɑ́fəni] n. 불협화음;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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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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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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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gull [tǽfi] n. 갈매기

squawk [skwɔːk] v. (오리가) 꽥꽥 울다; 시끄럽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mourner [mɔ́ːrnəːr] n. 슬퍼하는 사람; 애도자; 조객

thump [ɵʌmp] v.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n. 탁, 쿵(소리)

biplane [ba ́iple ̀in] n. 복엽 비행기

lullaby [lʌ́ləbài] n. 자장가

attraction   [ətræ ́kʃən] n. (사람을) 끄는 힘, 매력, 유혹; 끌어당김,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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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tically   [fræ ́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광란하여

clomp [klɑmp] vi. 쿵쿵 걷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다.

jangle [ʤæ ́ŋgəl] v. 딸랑딸랑 울리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다; 시끄럽게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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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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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aulic  [haidrɔ́ːlik] a. 수력의, 수압[유압]의

restraint  [ristre ́int] n. 제지, 금지, 억제

pound [paund]

① n. 파운드(무게의 단위); 

② v. 마구 치다, 세게 두드리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③ n. 울타리, 우리, 동물 수용소

armpit [ɑ́ːrmpìt] n.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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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ft [ʃæft] n. (창·망치 따위의) 자루, 손잡이

lunge [lʌndʒ] vi. 찌르다, 돌진하다, 치다

unravel [ʌnrǽvəl] v. 풀다; 해명하다; 해결하다

pulley [pu ́li] n. 도르래, 활차(滑車)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husk [hʌsk] v. ...의 껍질을 벗기다, ...의 꼬투리를 까다; 쉰 목소리로 말[노래]하다

precise [prisáis] a. 정확한, 딱 들어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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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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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ysis[pərǽləsis] n. 마비, 불수(不隨); 중풍; 무(기)력; 마비 상태, 정체.

whump [hwʌmp] n. 탁, 쿵(소리); (특히 주먹으로) 탁 치기.

watery [wɔ́ːtəri] a. 물의, 축축한; 비올 듯한; 맛없는; 연한, 엷은; 약한, 힘없는, 맥 빠진

motion [mo ́uʃ-ən] n. 운동, 활동, 동작, 몸짓; 운전, 운행; 이동

shaft [ʃæft] n. (창·망치 따위의) 자루, 손잡이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boulder [bo ́uldəːr] n. 둥근 돌, 옥석

cliff [klif] n. 절벽, 낭떠러지

lunge [lʌndʒ] vi. 찌르다, 돌진하다, 치다

buckle [bʌ́kəl] vt. (죔쇠로) 죄다; 휘게 하다, 뒤틀다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crumble [krʌ́mbl] v. 빻다,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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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quoise  [tə́ːrkwɔiz] n. [광물] 터키석(石); 청록색

swirl [swəːrl] vi. 빙빙 돌다

hurtle [hə́ːrtl] vi. 돌진하다, 고속으로 움직이다; 충돌하다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barker [bɑ́ːrkər] n. 짖는 동물; 고함치는 사람, (상점·흥행장 등에서) 손님 끄는 사람

fishery [fíʃəri] n. 어업, 수산업; 어장, 양어장; 수산 회사; 수산업 종사자

feign [fein] vt. …인체하다, 가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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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kon [be ́kən] vt. 손짓으로 부르다. vi. 손짓해 부르다, 신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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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le [dǽŋgəl] v. 매달리다(~을 매달다), 흔들흔들 하다; 따라다니다; n. 매달린 것 

smirk [sməːrk] vi. 능글맞게 웃다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auburn [ɔ́ːbərn] a. 적갈색의, 황갈색의; n. (머리털 등의) 적갈색,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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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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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truction [əbstrʌ́kʃən] n. 차단, 방해, 장애, 장애물, 방해물. 

teal [tiːl] n. 상오리(조류)

maroon [məru ́ːn] a. 밤색(적갈색)의

primitive[prímitiv] a. 원시의, 원시적인

promenade  [prɑ̀məne ́id] n. 산책, 산보; 행렬, 행진



                                                                  

scrub [skrʌb] v. 비벼서 씻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다

pristine [prístiːn] a. 원래의, 옛날의, 원시 시대의; 순박한, 청결한

tenement [te ́nəmənt] n. 집, 건물; 주택; 셋방

raspy [rɑ́ːspi] a. 안달 나게 하는; 신경질적인, 성 잘 내는; 삐걱거리는.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jersey [dʒə́ːrzi] n. 모직의 운동 셔츠; 저지(모직 옷감의 일종)

limber [límbər] a. 유연한; 재빠른, 경쾌한

belly [be ́li] n. 배, 복부

gingerly [ʤínʤərli] ad. 지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bait [beit] v. 미끼를 달다, 미끼로 꾀다; n. 미끼 

tackle [tǽk-əl] n. 연장, 도구

minaret [mìnəre ́t] n. 뾰족탑, 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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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join [kəndʒɔ́in] v. 결합하다, 합치다; 합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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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ron [pe ́itrən] n. 보호자, 후원자; 고객, 단골손님

leer [liəːr] vi. 곁눈질하다, (짓궂게) 노려보다

barker [bɑ́ːrkər] n. 짖는 동물; 고함치는 사람, (상점·흥행장 등에서) 손님 끄는 사람

ballyhoo [bæ ́lihu ̀ː] v. 요란스레 선전하다

oddity [ɑ́dəti] n. 기이함, 괴상함, 진묘함; 이상한 사람, 괴짜; 진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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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crop [krɔp] n. 수확, 농작물, 곡물

distinctive  [distíŋktiv] a. 독특한, 특이한, 구별이 분명한; 차이를[차별을] 나타내는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Chapter 4      

grotesque [groute ́sk] a. 기괴한, 이상한, 괴상한

friction [fríkʃ-ən] n. 마찰, 알력, 불화, 충돌 

clank [klæŋk] v. (무거운 쇠붙이 따위가) 절거덕하고 소리 나다. 탁(철컥)하고 울리다

bob [bɑb] vi. (상하 좌우로) 휙휙 움직이다, (머리·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kewpie [kju ́ːpi] n. 갓난애 모양의 요정

solace [sɑ́ləs] n. 위안, 위로, 기분전환; 위안이 되는 것, 즐거움, 오락

illuminate   [ilu ́ːməne ̀it]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croak [krouk]
vt. 음산한 소리로 말하다, 쉰 소리로 말하다; vi. (까마귀 등이) 깍깍 울다, 목쉰 

소리를 내다

chick [tʃik] n. 병아리, 새새끼; 어린애

rasp [ræsp] v. 강판으로 갈다, 삐걱거리게 하다, 쉰 목소리로 말하다

christen [krísn] vt. 세례를 주다, 세례를 주고 이름을 붙여주다; 이름을 붙이다, 명명하다

sweatshop [swe ́tʃɑ̀p] n. 착취 공장



                                                                  

swear [swɛər] (swear-swore-sworn) v. 맹세하다

complain  [kəmple ́in] v. 불평하다, 하소연하다, (고통을)호소하다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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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in a fashion idiom. 어느 정도, 그럭저럭, 그런대로

washbasin  [wɑ́ʃbe ̀isn] n. 세면기, 세면대

nitrate [na ́itreit] n. 질산염[에스테르] * silver nitrate : 질산은 

ingest [indʒe ́st] vt. 섭취하다; 수집하다; 받아들이다

agitate [æ ́dʒəte ̀it] vt. 흔들어대다,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교란하다

saloon [səlu ́ːn] n. 큰 홀; 담화실; ┅장(場)

exotic [igzɑ́(ɔ́)tik] a. 외래의, 외국의, 이국풍의

pathetic [pəƟe ́tik] a. 애처로운, 측은한, 불쌍한

outcast [a ́utkæ̀st / -kɑ̀ːst] n. 추방된 사람, 부랑자; a. 쫓겨난, 의지할 곳 없는 

cherish [tʃe ́riʃ] vt. 소중히 하다, (마음에) 품다

tinsmith [tínsmìɵ] n. 양철[주석]장이, 양철공.

tawny [tɔ́ːni] n. 황갈색; a. 황갈색의

screech [skriːtʃ] vi.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내다, 비명을 지르다;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eer [viər] vi. (사람·차·도로 등이) 방향을 바꾸다; (의견·신념 등이) 바뀌다; n. 방향 전

환,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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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ade [ɑːrke ́id] n. 아케이드, 지붕 있는 가로(상가); 게임센터

skid [skid] v. 미끄러지다; n. (무거운 물건을 굴릴 때 까는) 활재, 굴대; 미끄럼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하수(시설); v. ~에서 배수하다. ~에서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collide [kəla ́id] v. 충돌하다, 충돌시키다; 일치하지 않다, 상충되다

rear [riər]
① n. 뒤, 배후, 배면; a. 후방의 

② vt. 기르다, 교육하다, 사육(재배)하다; 세우다, 일으키다; vi. (말 등이) 뒷다리

로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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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coronary[kɔ́ːrəne ̀ri] a. (왕)관의; 화관의; 관상(동맥)의; 심장의

artery [ɑ́ːrtəri] n. [해부] 동맥. [opp.] vein

morgue [mɔːrg] n. 시체 보관소; 음침한 장소; 자료집, 자료실, 조사부; 편집부[실]

plaid [plæd] a. 격자무늬의

erector [ire ́ktər] n. 창설자, 설립자; [해부] 발기근.

girder [gə́ːrdər] n. 대들보; 거더.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wiggle [wíg-əl] vt. (구어) (몸 등을)뒤흔들다, 흔들다; vi.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whine [hwain] vi. 낑낑거리다; 애처로운 소리로 울다, 흐느껴 울다; 우는 소리를 하다, 푸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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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at); n. 곁눈질, 사팔눈

Chapter 5  

square [skwɛəːr] v. 정사각형으로 하다; (어깨·팔꿈치를) 펴다; 똑바로 하다, 굽은 곳을 바로잡다

brace [breis] v. 대비하다, 마음을 다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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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cemetery  [se ́məte ̀ri] n. (교회에 부속되지 아니한) 묘지, 공동묘지

mourner [mɔ́ːrnəːr] n. 슬퍼하는 사람; 애도자; 조객

intersect[i ̀ntərse ́kt] v. 가로지르다, ┅와 교차하다; (선·면 등이) 엇갈리다, 교차하다

wither [wíðər] v. 시들다, 말라죽다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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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lemish a. 흠집 없는, 더러운 데가 없는, 결백한

whisk [hwisk] v. (먼지 등을) 털다, 털어내다; 휙 움직이다

spire [spaiəːr] n. 뾰족탑; (탑의) 뾰족한 꼭대기; (산의) 정상; 뾰족한 우듬지

turret [tə́ːrit] n. 작은 탑

slide [slaid] v.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가다; 미끄러져 움직이다

burly [bə́ːrli] a. 억센, 건장한

salute [səlu ́ːt] vt. (깍듯이)인사하다, 경례하다; n. 인사, 경례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carnage [kɑ́ːrnidʒ] n. 살육,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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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tent [ímpətənt] a. 무력한, 무기력한, 허약한

grate [greit] n. (난로 따위의) 쇠살 대, 화상; 벽난로; 쇠창살; 창살문

indefinitely [inde ́fənətli] ad. 막연히, 애매하게, 무기한으로, 언제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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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n. 산책, 만보

pinch [pintʃ] vt. 꼬집다; 괴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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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k [sɑk] vt. (주먹으로) 치다; (나쁜 소식 등이) ┅에 충격을 주다

flail [fleil] vt. 도리깨질하다; 휘두르다

slouch [slautʃ] v. 앞으로 구부리다, 몸을 구부리고 걷다; n. 앞으로 수그림, 수그려 걸음

smirk [sməːrk] vi. 능글맞게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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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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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ggerate  [egzǽdʒəreit] vt. 과장하다

wisp [wisp] n. 작은 단; 작은 다발; 작은 물건; 얼핏 스치는 표정

evaporate  [ivǽpəre ̀it] v. 증발하다; 사라지다

Chapter 6  

cobalt [ko ́ubɔːlt] n. 코발트; 코발트 채료; 코발트색

charcoal [tʃɑ́ːrko ̀ul] n. 숯, 목탄; 목탄화 

rubble [rʌ́b-əl] n. 잡석, 깨진 기와[벽돌]조각

thigh [ɵai] n. 넓적다리

calve [kæv] v. 송아지를 낳다; (사슴·고래 따위가) 새끼를 낳다; (빙하가) 떨어져 나가다

limber [límbər] a. 유연한; 재빠른, 경쾌한

bust [bʌst] v. 파열하다, 깨다, 부수다

whip [hwip]
v. 채찍질하다; 급히 움직이다 (whip out: …을 급히 꺼내다, whip around: 갑자

기 뒤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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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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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nish  [bráuniʃ] a. 갈색을 띤

rifle [ráif-əl] n. 라이플 총

dog tag n.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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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 [fíŋgər] v. ...에 손가락을 대다, 만지다; 받다, 손을 내밀다; 손을 대다, 훔치다

scramble  [skrǽmb-əl] vi. 급히 움직이다

porous [pɔ́ːrəs] a. 작은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스며들 수 있는, 투과성의; 흡수[흡기]성의

stringy [stríŋi]
a. 실의, 끈의; 섬유질의; 줄이 많은; 힘줄이 많은; 끈적끈적한, 실오리처럼 늘어나

는; 체격이 늠름한

vine [vain] n. 덩굴

banyan tree n. 뱅골보리스(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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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ardice  [ka ́uərdis] n. 겁, 소심, 비겁

enlist [enlíst] v. 입대하다, (징병에) 응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다; 병적에 편입하다; 협력을 얻

다, 도움을 얻다

slug [slʌg] n. 민달팽이

manhood  [mǽnhu ̀d]
n. ① 인간임, 인격. 

   ② 남자임, 사나이다움

lad [læd] n. 젊은이, 청년, 소년

growl [graul] v.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retaliate [ritǽlie ̀it] v. 보복하다, 앙갚음하다; 대꾸하다, 응수하다; 보복 관세를 과하다

belch [beltʃ] vt. 분출하다, 내뿜다; vi. 트림을 하다; n. 트림 (소리); 폭발(음), 분출, (미국속어) 

불평, 불만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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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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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ale [ekshe ́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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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unt [hɔːnt]
v. 자주 가다, 빈번히 들르다; (유령이) 출몰하다; 늘 따라다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smallpox[- ́pɑ̀ks] n. 천연두.

typhoid [táifɔid] n. 장티푸스

tetanus [te ́t-ənəs] n. 파상풍(균)

yellow fever  n. 황열병

gravelly [græ ́vəli] a. 자갈이 많은; 자갈을 깐; (목소리가) 불쾌한, 귀에 거슬리는

drawl [drɔːl] v. 느리게 말하다, 점잔빼며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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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fig]
① n. 무화과(열매 또는 나무); 무화과 모양의 것.

② a. 조금, 약간; 하찮은[시시한] 

fatigue [fətíːg] n. 피로, 피곤

glow [glou] n. 달아오름, 온기, 행복감

bulb [bʌlb] n. 알뿌리, 구근(球根); 구, 전구, 진공관

betcha [be ́tʃə] idiom. 확실히, 틀림없다 (bet you 와 동일한 의미)

foxhole [fɑ́xho ̀ul] n. 1인용 참호; 피난장소, 은신처

deflect [difle ́kt] v. 비키(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생각 등이[을]) 편향하다(시키다)

shrapnel [ʃræ ́pn-əl] n. 유산탄(榴散彈); 포탄[총탄]의 파편

tripod [tráipɑd] n. 삼각대, 세 다리 걸상; a. 3각의, 3각으로 받쳐진

scabies [ske ́ibìːz] n. 개선(疥癬), 옴

filthy [fílɵi] a. 불결한, 더러운

itchy [i ́tʃi] a. 가려운, 근질근질한; 탐이 나는, 갈망하는

mite [mait] n. 진드기, 약간, 조금; 적으나마 정성 어린 성금; 잔돈; 작은 것; 작은 아이,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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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tch [ditʃ] n. 수로. 도랑; 개천, 해자; v. …에 도랑을 파다, 해자로 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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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ky [lǽŋki] a. 마르고 키 큰, 호리호리한

swagger [swǽgər] vi. 뽐내며 걷다; 으스대다; n. 으쓱거리며 걷기, 활보; 뽐냄; 흰소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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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 [tʃin] n. 턱, 아래턱

affirmative [əfə́ːrmətiv] a. 긍정의, 확언적인, 단정적인

oblige [əbláidʒ] vt. 강요하다, 은혜를 베풀다

chow [tʃau] n. (속어) 음식(food), 식사(시간)

repel [ripe ́l] vt. 쫓아버리다, 격퇴하다; vi. 퇴짜 놓다, 불쾌감을 주다

juggle [dʒʌ́gəl] v. 요술을 부리다; 조작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n. 요술, 사기, 속임수

bayonet [be ́iənit] n. 총검; 무력; 보병, 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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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t [stilt] n. 대말, 죽마(竹馬)

burlap [bə́ːrlæp] n. 올이 굵은 삼베(포장용·부대용); (the burlap) (미국속어) 잠자리

jug [dʒʌg] n. (속어) 교도소, 감옥

chunky [tʃʌ́ŋki] a. 짤막하고 딱 바라진, 앙바틈한

broth [brɔ(ː)ɵ] n. ① 묽은 수프; 육즙(肉汁) ② (세균) 배양액

pluck [plʌk] v. 잡아 뜯다, 뽑다; n. 잡아 뜯기; 담력, 용기

hornet [hɔ́ərnit] n. ① 호박벌 ② 귀찮게 구는 사람, 심술쟁이; 곤란; 맹공격

captor [kǽptər] n. 체포자; 획득자 

wiggle [wíg-əl] vt. (구어) (몸 등을)뒤흔들다, 흔들다; vi.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gaunt [gɔːnt] a. 수척한, 몹시 여윈

bony [bo ́uni] a. 뼈의, 뼈뿐인

nub [nʌb] n. 작은 덩이; 혹, 매듭

seethe [siːð]
① vi. 끓어오르다, 펄펄 끓다, 비등하다; 굽이치다, 소용돌이치다 

② vt. 담그다, 함빡 적시다

knuckle [nʌ́kəl] n. 손가락 관절(마디); v. 손가락 마디로 치다

carousel [ker ̀use ́l] n. 회전목마

adjacent [ədʒe ́isənt] a. 이웃의, 인접한, 부근의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palm [pɑːm] n. 손바닥; 손 안에 감추다 ; 슬쩍 훔치다[줍다]

hollow [hɑ́lou] vt. 속이 비게 하다; 도려내다, ~을 파내어 만들다; vi. 속이 비다

prohibit [prouhíbit] vt. 금하다, 금지하다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rash [ræʃ] ① n. 발진, 뾰루지  

② a. 무분별한, 무모한, 경솔한; 성급한, 조급한

diarrhea [dàiəríːə] n. 설사 

exaggerate [egzæ ́dʒəreit] vt. 과장하다

coo [kuː]
v. (비둘기가) 구구 울다, (젖먹이가) 구구 소리 내며 좋아하다; (연인끼리) 정답게 

소곤거리다

ram [ræm] vt. 성벽을 부수는 해머로 치다; 쑤셔 넣다, 밀어 넣다

bail [beil]

① n. 보석, 보석금; 

② v. (배에 괸 물을) 퍼내다; 

③ n. (냄비·주전자 따위의) 반원형의 손잡이, 들손

ditch [ditʃ] n. 수로. 도랑; 개천, 해자; v. …에 도랑을 파다, 해자로 두르다

hazy-mooned a. 어스름한 

boredom[bɔ́ːrdəm] n. 지루함, 권태

juggle [dʒʌ́gəl] v. 요술을 부리다; 조작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n. 요술, 사기, 속임수

thud [ɵʌd] n. 퍽, 털썩, 쿵(소리); 쾅하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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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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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at); n. 곁눈질, 사팔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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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ign [fein] vt. …인체하다, 가장하다

diversion [divə́ːrʒən] n. 전환, 딴 데로 돌림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hideous [hi ́diəs] a. 끔찍한.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섬뜩한

goo [guː] n. <아교·엿 등> 끈적거리는 것; 감상 

smear [smiəːr] vt. 바르다, 칠하다, 문질러 더럽히다

temple [te ́mp-əl] n. ①  관자놀이 ② 신전, 사원, 예배당

slack [slæk]

a. 늘어진, 느슨한; 되는 대로의, 부주의한; 꾸물거리는, 느린; ad. 느슨하게, 헐겁

게; 

n. 느슨함, 늘어짐, 처짐; 불경기; v. 게을리 하다, 방치해 두다, 아무렇게나 하다

squiggly [skwíldʒi] ad. 삐뚤빼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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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ll [swel] n. 팽창, 융기, 증대; (파도의) 굽이침, 구릉 

shush [ʃʌʃ] int. 쉿, 조용히

promenade  [prɑ̀məne ́id] n. 산책, 산보, 거닐기; 해변 산책길, 산책길

molasses [məlæ ́siz] n. (단수취급) 당밀

teaberry [tíːbe ̀r] n. 백옥나무속의 식물; 그 열매 (checkerberry 와 동일한 의미)

root beer
n. 루트 비어 (사르사파릴라 뿌리, 사사프라스 뿌리 등의 즙에 이스트를 넣어 만든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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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fashion idiom. 어느 정도, 그럭저럭, 그런대로

ragpicker [ræ ́gpìkəːr] n. 넝마주이

huddle [hʌ́dl] vi. (~ together) 붐비다, (떼 지어) 몰리다; vt. 뒤죽박죽 주워 모으다

string [striŋ] n. 끈, 줄, 실; 연속, 연발

loop [luːp] n. 고리; 고리 장식

droop [druːp] vi. 수그러지다; 시들다, 축 처지다

humiliation  [hjuːmìlie ́iʃən] n. 굴욕, 창피

shaft [ʃæft] n. (창·망치 따위의) 자루, 손잡이

bastard [bæ ́stərd] n. 서자, 사생아; (속어) 새끼, 녀석, 개자식; 가짜, 열등품, 잡종

hornet [hɔ́ərnit] n. ① 호박벌 ② 귀찮게 구는 사람, 심술쟁이; 곤란; 맹공격

rumble [rʌ́mb-əl] vi.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나다

dart [dɑːrt] v. 던지다, 돌진하다

crumble [krʌ́mbl] v. 빻다,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bile [bail] n. 담즙; 기분이 언짢음, 짜증

futility [fjuːtíləti] n. 무용, 쓸데없음, 무가치

salvage [sæ ́lvidʒ] vt. 구출하다, (침몰선을) 인양하다 

trance [træns] n. 황홀; 열중, 무아지경

calf [kæf, n. 장딴지, 종아리



                                                                  

thigh [ɵai] n. 넓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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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ish [blu ́ːiʃ] a. 푸르스름한, 푸른빛을 띤

tendon [te ́ndən] n. 힘줄, 건(腱)

misshapen [misʃe ́ipən] a. 보기 흉한, 꼴불견의, 기형의

deteriorate [ditíəriəre ̀it] vt. 나쁘게 하다, 악화시키다, (가치를) 저하시키다; vi. (질·가치가) 나빠지다, 악

화하다

inspect [inspe ́kt] vt. 검사하다, 조사하다

salute [səlu ́ːt] vt. (깍듯이)인사하다, 경례하다; n. 인사, 경례

crucifix [kru ́ːsəfìks n. 그리스도 수난상, 십자가

fierce [fiərs] a. 흉포한, 사나운, 맹렬한

lunge [lʌndʒ] vi. 찌르다, 돌진하다,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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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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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unt [hɔːnt]
v. 자주 가다, 빈번히 들르다; (유령이) 출몰하다; 늘 따라다니다,    머리에서 떠

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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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ar [smiəːr] vt. 바르다, 칠하다, 문질러 더럽히다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tourniquet  [tu ́əːrnikit] n. 지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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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ply [ʃɑ́ːrpli] ad. 날카롭게, 급격하게, 심하게 

thicket [ɵíkit] n. 덤불, 잡목 숲; 얽힘, 엉킴

burp [bəːrp] n., v. 트림(이 나다);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다.

fiery [fáiəri] a. 불의, 화염의; 불타는; 타는 듯한; 작열하는; 얼얼한; 성미가 사나운, 열렬한, 

성급한, 격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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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stle [grísl] n. 연골; 정신력

char [tʃɑːr] v. 숯으로 만들다, 숯이 되도록 굽다,(시꺼멓게)태우다, 눋다

Chapter 7

coffin [kɔ́ːfin] n. 관(棺); vt. 관에 넣다

pluck [plʌk] v. 잡아 뜯다, 뽑다; n. 잡아 뜯기; 담력, 용기

javelin [dʒǽvəlin] n. 던지는 창, 투창

vine [vain] n. 덩굴

banyan n. 뱅골보리스(식물)

yawn [jɔːn] vi. 하품하다; n. 하품, 입을 크게 벌림

pouch [pautʃ] n. 작은 주머니; 웃옷의 바깥 주머니; 담배쌈지; 동전 지갑; 주머니 모양의 것

fig [fig]
n.① 무화과(열매 또는 나무); 무화과 모양의 것 

  ② 조금, 약간; 하찮은[시시한] 



                                                                  

smolder [smo ́uldəːr] vi. 그을다, 연기 피우다; <감정이> 울적하다; 사무치다, 마음에 서리다

lush [lʌʃ] a. 푸르게 우거진; 청청한, 싱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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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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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l [stuːl] n. 걸상

Chapter 8

flume [fluːm] n. 가파르고 좁은 골짜기; 도랑; 용수로, 인공 수로

gather [gǽðər] vt. 모으다, 그러모으다; 끌다, 빨아 당기다; <꽃·과실 등을> 따다, 채집하다; 수

확하다, 거두어들이다

jade [dʒeid] n. 비취색, 옥색; 비취, 옥 

firmament [fə́ːrməmənt] n. 창공, 하늘

range [reindʒ] v. 줄짓다, 정렬시키다; n. 열, 줄; 범위; 산맥

crest [krest]
n. 볏; 관모(冠毛); (투구의) 깃 장식, 장식 털; 용마루; 꼭대기; 산꼭대기; (파도

의) 물마루; 최고 수위 점

flicker [flíkər] v. 명멸하다, 깜박이다, 흔들리다; n. 명멸, 깜박이는 빛

flab [flæb] n. (지방으로) 뚱뚱함; 군살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stark [stɑːrk] a. 황량한, 휑한;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뚜렷한, 두드러진; 순전한, 순수한

high-back a. 등이 높은

double-paned [dʌbəl-peind] a. (창문이) 이중 유리의

swivel [swívəl] n. 회전 이음쇠, 회전 고리; vt. 회전 고리를 달다[에 잇다, 로 받치다]; 선회시키

다; vi. 선회[회전]하다

patron [pe ́itrən] n. 보호자, 후원자; 고객, 단골손님

gash [gæʃ] n. 깊은 상처; (지면의) 갈라진 틈

succulent [sʌ́kjələnt a. 즙이 많은, 물기가 많은; 바람직한, 좋은; 신선한; 흥미진진한

hunch over  ...을 향하여 구부리다

sterile [ste ́ri] a. 부로의, 메마른; 불임의, 생산 못하는; 살균한, 무균의; 무효의, 무익한

gurney [gə́ːrni] n. 바퀴가 달린 환자 수송용 들것

wiggle [wíg-əl] vt. (구어) (몸 등을)뒤흔들다, 흔들다; vi.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solitude [sɑ́(ɔ́)litjuːd] n. 고독, 외로움

prop [prɔp] n. 지주, 버팀목

shuffle [ʃʌ́f-əl] v. (발을) 질질 끌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encase [enke ́is] vt. (상자 등에) 넣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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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t [dʌkt] n. 송수관, 도관, 수송관

pristine [prístiːn] a. 원래의, 옛날의, 원시 시대의; 순박한, 청결한

smudge [smʌdʒ]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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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usel [ker ̀use ́l] n. 회전목마

glob [glɑb] n. (액체의) 작은 방울, 한 방울; 덩어리, 반고체의 구슬



                                                                  

custody [kʌ́stədi] n. 보관, 관리;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

erupt [irʌ́pt] v. 분출하다, 폭발하다, 쏟아져 나오다

rake [reik] v. 긁어모으다; 갈퀴로 긁다. 

meager [míːgər] a. 여윈, 빈약한, 불충분한, 무미건조한

hurl [həːrl] vt. 세게 내던지다; vi. 집어던지다, 돌진하다

lash [læʃ]
① n. 채찍 끈, 채찍질, 심한 비난; 

   v. 채찍으로 때리다, 후려치다; 부딪치다, 치고 덤비다, 심하게 움직이다; 

② n. 속눈썹(eyelash)

rear end#N/A n. 엉덩이 

callous [kǽləs] a. (피부가) 굳은, 못 박힌; 무감각한, 냉담한; 예사인

whack [hwæk] vt. (구어) 철썩 때리다, 세게 치다

thump [ɵʌmp] v.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n. 탁, 쿵(소리)

ember [e ́mbər] n. (pl.) 타다 남은 것, 깜부기

veneer [vəníər] n. 합판의 겉 단판 (베이어 합판의 합쳐진 켜의 한 장 한 장을 veneer라고 함); 

(비유) 겉모습, 겉치장

knuckle [nʌ́kəl] n. 손가락 관절(마디); v. 손가락 마디로 치다

hoodlum [hu ́ːdləm] n. [구어] 건달, 깡패

mimic [mímik] vt. 흉내 내다, 흉내 내어 조롱하다, 꼭 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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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y [rʌ́sti] a. 녹슨

fender [fe ́ndər] n. 펜더, 흙받기; 완충 장치

plump [plʌmp] a. 부푼, 풍만한, 살이 찐

semaphore [se ́məfɔ̀ːr] n. 수기 신호, 신호 장치, 시그널; vt. (신호를) 수기로 보내다; vi. 수기로 알리다 

agitate [æ ́dʒəte ̀it] vt. 흔들어대다,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교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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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grit [grit]
① n. 잔모래, 자갈; 

② v. 삐걱거리다 (grit the teeth 이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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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 away  idiom 떠나다, 움직이기 시작하다; … 에서 떼어놓다, 앞서다(from)

beseech [bisíːtʃ] vt. 간청하다, 청하다, 구하다

inexplicable  [ine ́ksplikəbəl] a.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covet [kʌ́vit] vt. (남의 것을) 몹시 탐내다, 바라다, 선망하다

gaunt [gɔːnt] a. 수척한, 몹시 여윈

chiffon [ʃifɑ́n] n. 시폰, 장식 레이스; a. 시폰제의, 시폰 같은; 부픗한 

bodice [bɑ́dis] n. 보디스( 블라우스, 드레스 위에 입는 여성용 조끼); (여성복) 몸통 부분; 코르셋

rhinestone [ra ́insto ̀un] n. 라인석 (모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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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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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at); n. 곁눈질, 사팔눈

exhale [ekshe ́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agitation  [æ ̀dʒəte ́iʃən] n. 뒤흔들기; 동요, 흥분; 선동

longshoreman  [lɔ́ːŋʃɔ̀ːrmən] n. 부두 노동자, 인부

chalkstripe n. 초크스트라이프 (짙은 색 바탕에 그려진 흰색의 가는 줄무늬)

derby n. 중산모자

hound [haund]
vt. 사냥개로 사냥하다; 뒤쫓다; 몰아세우다; 맹렬하게 추적하다, 집요하게 괴롭히

다; 격려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courtship  [kɔ́ːrtʃìp] n. 구애, 구혼

exhilarate  [igzíləre ̀it] vt. 원기를 돋우다, 기분을 들뜨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abhor [æbhɔ́ːr] vt.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질색하다, 증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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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te  [kəmju ́ːt] vt. 갈다, 교환하다, 바꾸다, 대체하다; vi. 대용되다, 대리하다, 통근[통학]하다

exhibition  [e ̀ksəbíʃən] n. 전람, 공개, 전시, 진열; 전람회, 박람회, 전시회; 진열품

incandescent [ìnkənde ́sən] a. 백열의, 백열 광을 내는, 빛나는, 열렬한

dip [dip]
vt. 담그다, 담가서 물들이다; vi. 살짝 잠기다, 잠깐 들어가다; 가라앉다, 내려가

다, 기울다

inevitable   [ine ́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swat [swɑt/swɔt] v. (파리 따위를) 찰싹 치다; n. 찰싹 때림, 강타

taffy [tǽfi] n. 태피(설탕·버터·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rap on  두드리다

column [kɑ́ləm] n. 기둥, 원주

flute [fluːt] 
vt. ① 플루트로 연주하다, 피리 같은 소리로 노래하다(말하다); ② (기둥 등에) 세

로로 홈을 파다

cove [kouv] vt. (천장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다

spectacle  [spe ́ktəkl] n. 광경, 장관; (pl.) 안경

barrel  [bǽrəl] n. 통; 한 통의 분량, 1배럴

carousal  [kəra ́uzəl] n. 흥청거림, 큰 술잔치

lathe  [leið] n. , vt. 선반, 선반으로 깎다; 선반에 걸다

tar  [tɑːːr] n. 타르' 콜타르 피치; (연기 속의) 진; 아편 

salvage  [sǽlvidʒ] vt. 구출하다, (침몰선을) 인양하다 

splendid  [sple ́ndid] a. 화려한, 멋진

nurture  [nə́ːrtʃəːr vt. 양육하다, 기르다; n. 양육, 양성, 교육

jade  [dʒeid] n. 비취색, 옥색; 비취, 옥 

courting [kɔ́ːrtiŋ] a. 연애 중인, 결혼할 것 같은 

temple [te ́mp-əl] n. ①  관자놀이 ② 신전, 사원, 예배당

hack [hæk] v. 땅을 가다, 일구다

wheeze [hwiːz] v. 씨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다

pneumonia [njumo ́unjə] n. [의학] 폐렴

acknowledge [əknɑ́(ɔ́)lidʒ] vt. 인정하다, 승인하다



                                                                  

pull through idiom  [병·곤란 따위]를 극복하다[하게 하다]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envision [invíʒən] vt.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구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stupor [stju ́ːpəːr] n. 무감각; 마비, 혼수, 인사불성; 망연자실

rifle [ráif-əl] vt. 샅샅이 뒤지다(찾다); 강탈하다; 포획하다, 도둑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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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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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ff [flʌf] n. 보풀, 솜털

dispatcher  [dispǽtʃər] n. 발송 담당자, 급파하는 사람; (열차·버스·트럭 등의) 배차원

groom [gru(ː)m] vt. (말을) 돌보다; (주로 과거분사로) 몸차림하다; 다듬다 

humidity [huːmídəti n. 습기, 습윤,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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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dder [ʃʌ́dəːr] vi. 떨다, 몸서리치다

wasp [wɑsp] n. 장수말벌; 성질 잘 내는 사람

barrel of laugh    많은 웃음, 큰 재미, 재미있는 사람(일) 

fender [fe ́ndər] n. 펜더, 흙받기; 완충 장치

exhale [ekshe ́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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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ble [rʌ́mb-əl] vi.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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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k [flæsk] n. 플라스크, 휴대용 병; 탄약통; 보온병

swig [swig] v. 마구 들이켜다; n. 쭉쭉 들이켬, 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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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squirm [skwəːrm] vi. (벌레처럼) 꿈틀거리다, 움직거리다,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smear [smiəːr] vt. 바르다, 칠하다, 문질러 더럽히다

jetty [dʒe ́ti] n. 돌제; 방파제; 선창;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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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clumsily [klʌ́mzili] ad. 꼴사납게, 어색하게, 서투르게, 재치 없게  

pelt [pelt] vt. 내던지다, 연타하다, 퍼붓다

flail [fleil] vt. 도리깨질하다; 휘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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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ter [fɔ́ːltər] vi. 비틀거리다, 발에 걸려 넘어지다; 머뭇거리다, 움찔하다; 말을 더듬다

vouch [vautʃ] v. 보증하다, 증인이 되다, 단언하다, 입증하다

coarse [kɔːrs] a. 조잡한, 조악한, 열등한; 거친, 올이 성긴; 야비한, 상스러운

drink [driŋk] v. 마시다

refuge [re ́fjudʒ] n. 피난, 도피; 피난처, 은신처

haunt [hɔːnt] v. 자주 가다, 빈번히 들르다; (유령이) 출몰하다; 늘 따라다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sash [sæʃ] n. 창틀, 새시, 유리창 

speck of light in  …에서 보이는 작은 불빛 

glorify [glɔ́ːrəfa ̀i] vt. 찬미하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실제 이상으로 미화하다

halting [hɔ́ːltiŋ] a. (말을) 더듬는; 불완전한; 망설이는, 동요되는

baggy [bæ ́gi] a. 자루 같은, 헐렁한, 불룩한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She dipped her head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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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ǽstər] n. 사제, 목사; 정신적 지도자

clergyman  [klə́ːrdʒimən] n. 성직자, 영국 국교회의 주교 이하의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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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er [plæ ́stər] n. 회반죽, 벽토; v. ~에 회반죽을 바르다

oval [o ́uvəl] a.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 n. 달걀 모양

droop [druːp] vi. 수그러지다; 시들다, 축 처지다

lanky [lǽŋki] a. 마르고 키 큰, 호리호리한

hilt [hilt] n. (칼, 곡괭이) 자루; 손잡이; vt. …에 손잡이(자루)를 달다

firecracker  [faier ́kræ ̀kər] n. 폭죽, 딱총; 폭탄, 어뢰

pinch [pintʃ] vt. 꼬집다; 괴롭히다

spur [spəːr] n. 박차, 자극; v. 박차를 가하다

arthritis [ɑːrɵráitis] n. [의학] 관절염

vineyard [vínjərd] n. 포도원; 활동 범위, 일터

tarantella   [tæ̀r-ənte ́lə] n. 타란텔라(남이탈리아의 활발한 춤); 그 곡

parchment  [pɑ́ːrtʃmənt] n. 양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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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y [fo ́uni]
a. (구어) 가짜의, 엉터리의; n. 가짜, 위조품, 사기꾼; vt. 위조하다, 속이다, 날조

하다

reel [riːl] vt. 얼레에 감다; (실을) 감다; (~ off)실을 자아내다, 거침없이 술술 이야기하다

beret [bəre ́i] n. 베레모; 베레식 군모

hotshot [hatʃɑ̀t] a. 유능한, 미완의; 뽐내는, 젠체하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직행하는, 급행의

sheepishly  [ʃíːpiʃili] ad. 마음 약하게, 당황하여, 소심하게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dampen [dǽmpən] v. 축이다, 축축하게 하다; 풀이 죽게 하다

contraption [kəntræ ́pʃən] n. 신안, 새 고안물; 기묘한 장치 

frost [frɔst] n. 서리 v. 서리로 덮다. 서리가 앉다

ticklish [tíkliʃ] a. 간지럼을 타는, 신경질적인, 까다로운

vow [vau] n. 맹세, 서약, 서원 v. 맹세하다, 서약하다, 언명하다

button up 
idiom …을 단추로 꽉 잠그다;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다, 입을 꼭 다물다; 굳게 지

키다 

stale [steil] a. (음식 따위가) 상한, 신선하지 않은

buckle [bʌ́kəl] vt. (죔쇠로) 죄다; 휘게 하다, 뒤틀다

tuft [tʌft] n. (머리칼·깃털·실 따위의) 술, 타래, 한 움큼



                                                                  

gravel [græ ́vəl] n. 자갈; vt. 자갈로 덮다, ….에 자갈을 깔다

slat [slæt]
vt. , vi. 소리를 내며 부딪치다, 요란스럽게 두드리다, 세차게 던지다; 퍼덕퍼덕 

부딪치다

exuberant [igzu ́ːbərənt] a. 열광적인, 열의가 넘치는

dough [dou] n. 굽지 않는 빵, 가루 반죽; 반죽 덩어리

stretch [stretʃ] v. 뻗치다, 뻗다, 잡아 늘이다; n. 뻗기, 확장; 단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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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te [greit] n. 쇠살 대, 화상, 벽난로; 쇠창살; 창살문

veer [viər] vi. (사람·차·도로 등이) 방향을 바꾸다; (의견·신념 등이) 바뀌다; n. 방향 전

환,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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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ch [skriːtʃ] vi.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내다, 비명을 지르다;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rubber-soled [rʌ́bəːrsould] a. 고무바닥의, 고무 밑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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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tubular [tju ́ːbjələːr] n. 관의, 통 모양의

oblivion [əblíviən] n. 망각, 잊힘, 잊기 쉬움, 건망

trough [trɔ(ː)f,trɑf] n. 구유, 여물통, 홈통, 물마루 사이의 골, 기압골

corny [kɔ́ːrni] a. 곡류의; 케케묵은, 진부한; 촌스러운; 감상적인, 멜로드라마적인

clamshell [klǽmʃe ̀l] n.대합조개의 조가비 

rotor [ro ́utəːr] n. (발전기의) 회전자, (증기터빈의) 축차, (헬리콥터 등의) 회전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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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or [tju ́ːməːr] n. 종기, 종양

dole [doul] vt. 나누어주다, 베풀다, 조금씩 나누어주다(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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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awn [priːdɔ́ːn] n. , a. 동트기 전(의)

jangle [ʤæ ́ŋgəl] v. 딸랑딸랑 울리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다; 시끄럽게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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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nament [ɔ́ːrnəment] n. 꾸밈, 장식; vt. 꾸미다, 장식하다

assort [əsɔ́ːrt] v. 분류하다; 갖추다; 구색 맞추다; 조화되다

enrage [enre ́idʒ] vt. 노하게 하다

confound [kənfáund] vt. 혼동하다, 당황하게 하다

pennywhistle [pe ́nihwís-əl] n. 장난감 호루라기

blare [blɛər] v. 울려 퍼지다, 외치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cutout [kʌtàut] n. 차단, 도려내기, 삭제 부분, 무리를 떠난 동물

bum [bʌm] n. 부랑자, 게으름뱅이

nuzzle [nʌ́z-əl] vi. 코를 비벼[문질러]대다, 코로 냄새 맡다; 기분 좋게 자다; 붙어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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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tch [snætʃ] v.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앗아가다; n. 잡아챔, 강탈



                                                                  

tousle [táuz-əl] vt. 마구 다루다,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다

initiate [iníʃie ̀it] vt. 시작하다, 개시하다, 창시하다

porthole [pɔ́ːrtho ̀ul] n. (항해) 현창, 현문, 하역구; (항공) 비행기의 기창, 

mesh [meʃ] vt. , vi. 그물로 잡다, 그물에 걸리다

bureau [bju ́ərou] n. (관청의) 국, 안내소, 접수처; 사무국, 편집국 

emerge [imə́ːrdʒ] vi. 나오다, 나타나다

vest [vest] n. 조끼, 방탄조끼, 구명조끼 

slob [slɑb] n. 지저분한 사람, 굼벵이; (물가의) 진흙(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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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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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 [flu ́ːid] n. 액체, 유동체; a. 유동성의, 불안정한

mystify [místəfa ̀i] vt. 신비화하다; 얼떨떨하게 하다

reddish [re ́diʃ] a. 불그스름한, 불그레한  

rash [ræʃ] ① n. 발진, 뾰루지  

② a. 무분별한, 무모한, 경솔한; 성급한, 조급한

shingles [ʃíŋg-əlz] [병리] 대상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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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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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ophony [kækɑ́fəni] n. 귀에 거슬리는 소리, 불협화음; 잡음, 소음; 불쾌한 음조

boulder [bo ́uldəːr] n. 둥근 돌, 옥석

slender [sle ́ndər] a. 가느다란, 홀쭉한, 빈약한

taffy [tǽfi] n. 태피(설탕·버터·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twine [twain] n. 꼰 실, 삼실, 삼끈; 바느질 실, 종이실; 꼬기, 감김; 엉클어짐, 뒤얽힘

cemetery [se ́məte ̀ri] n. 묘지,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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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oider [embrɔ́idər] vt. 자수하다, 수를 놓다, 장식하다

iridescent  [i ̀rəde ́sənt] a. 무지개와 같이 색이 변하는, 무지개 빛깔의, 진주 빛의

plummet [plʌ́mit]
① vi. 수직으로 떨어지다, 폭락하다; 뛰어들다(plunge); 

② n. 낚싯봉, 다림추, 가늠추

wail [weil] n. 울부짖음, 비탄, 통곡; vi. 울부짖다

convulse [kənvʌ́ls] vt. 진동시키다, 대소동을 일으키다; 경련시키다, 몸부림치게 하다(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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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il [rikɔ́il] vi. 되튀다, 되돌아오다; 후퇴(패주)하다, 뒷걸음질 치다; n. 되튐, 반동

expellee [e ̀kspelíː] n. 추방당한 사람; 국외 추방자

grotesque [groute ́sk] a. 기괴한, 이상한, 괴상한

droop [druːp] vi. 수그러지다; 시들다, 축 처지다

blister [blístər] n. 물집, 수포; 부풀음; (구어) 싫은 녀석; v. 물집이 생기다, 불에 데어 부풀다

scalp [skælp] n. 두피, 머리가죽; v. 머리가 죽을 벗기다



                                                                  

scab [skæb] n. 인간쓰레기

char [tʃɑːr] v. 숯으로 만들다, 숯이 되도록 굽다,(시꺼멓게)태우다, 눋다

pluck [plʌk] v. 잡아 뜯다, 뽑다; n. 잡아 뜯기; 담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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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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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wine [entwáin] v. 얽히게 하다; 휘감다; 얽히다, 엉키다, 휘감기다

float up idiom 떠오르다, 치솟다 

meld [meld] v. 섞이다, 혼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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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bilia [me ̀mərəbíliə] n. 기억할 만한 사건; 기록, 언행록; 기념품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beckon [be ́kən] vt. 손짓으로 부르다. vi. 손짓해 부르다, 신호하다

laudable [lɔ́ːdəb-əl] a. 칭찬할 만한, 훌륭한, 갸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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