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Giver  영어 원서 단어장 

 The Giver
- 열두 살 소년이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간직해야 하는 “기억 보유자”로서 모두가 잃어버린 감정들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이야기!

- 1994년 뉴베리 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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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nt [skwint] v.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sleek [sliːk] a. 윤기 있는, 매끄러운

intrigue [intríːg]
① vt. …의 호기심을 돋우다; 

② vi. 음모를 꾸미다; n.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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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ping [rǽspiŋ, rɑ́ːsp] a. (소리 등이) 귀에 거슬리는, 삐걱거리는; 신경을 자극하는, 초조하게 만드는

obediently  [oube ́isəns] ad. 고분고분하게, 정중하게

dwelling  [dwe ́liŋ] n. 거처, 주소, 사는 집,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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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release  [rili ́ːs] vt. 석방하다, 풀어놓다, 방출하다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palpable  [pǽlpəbəl] a.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백한, 곧 알 수 있는 

streaked   [striːk] v. 줄무늬를 넣다, 줄(무늬)지다; 번개처럼 달리다, 질주하다; 스트리킹하다

scramble  [skrǽmb-əl] vi. 급히 움직이다

anthem [æ ́nɵəm] n. 성가, 찬송가

hymn [him] n. (교회의) 찬송가, 찬미가 

inconvenience  [ìnkənvíːnjəns] n. 불편, 부자유; 불편한 것, 귀찮은 일

hatchery  [hǽʧəri] n. (물고기·닭의) 부화장

distraught  [distrɔ́ːt] a. (…으로) 정신이 혼란한

rumple [rʌ́mp-əl] vt. (옷·종이 등을) 구기다; (머리털 등을) 헝클어 놓다; n. 구김살, 주름

tunic [tju ́ːnik] n. 튜닉 (고대 그리스·로마 사람의 가운 같은 웃옷(겉옷), 짧은 제복 상의) 

unison [ju ́ːnəsən] n. 조화, 화합, 일치

shudder [ʃʌ́dəːr] vi. 떨다, 몸서리치다

apprehensive  [æ̀prihe ́nsiv] a. 우려하는, 염려하는; 이해가 빠른, 총명한 

wheedle  [hwíːdl] v. 감언이설로 유혹하다, 속여서 …시키다

sifting [síftiŋ] n. 체로 고르기; 감별, 조사

wiggle [wíg-əl] v. (몸을) 뒤흔들다, (좌우로) 움직이다

defiant [difáiənt] a. 도전적인, 반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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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der [pɑ́ndər] v.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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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sympathetic  [sìmpəɵe ́tik]
a. 동정심 있는, 동정적인; 마음에 드는; 호의적인 (sympathetically : ad. 동정하

여, 호의적으로)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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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gression [trænsgre ́ʃən] n. 위반, 범죄; (종교·도덕적) 죄

shiver [ʃívəːr] v. (추위·공포로) 후들후들 떨다

2



wobbly [wɑ́bli / wɔ́b-] a. 흔들거리는, 동요하는, 불안정한; 줏대 없는 

confide [kənfáid] v. 털어놓다, 신뢰하다

awed [ɔːd] a. 외경심에 휩싸인(사로잡힌)

adherence  [ædhíərəns] n. 고수, 집착; 충실, 지지 

fret [fret] vi. 초조하다, 안달이 나다, 괴로워하다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aptitude [æ ́ptitu ̀ːd] n. 경향, 습성; 소질, 재능; 적성,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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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m [trim] vt. 다듬다, 손질하다, 장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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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eal [skwiːl] v.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chastise [tʃæsta ́iz] vt. 벌하다, 혼내주다; 몹시 비난하다 

chastisement  [tʃæstáizəmənt] n. 응징, 혼내줌, 징벌, 체벌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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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uctantly  [rilʌ́ktəntli] ad. 마지못해, 싫어하면서.

tummy [tʌ́mi] n. (유아어) 배(stomach)

humiliation  [hjuːmìlie ́iʃən] n. 굴욕, 창피

hoard [hɔːrd] n. 저장물, 축적

sufficient  [səfi ́ʃənt] a. 충분한, 족한

remorse [rimɔ́ːrs] n. 후회, 양심의 가책

bewilder [biwíldər] vt. 당황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adequate  [æ ́dikwit] a. 어울리는, 적당한, 충분한

sphere [sfiər] n. 구, 구체, 영역

conviction  [kənvíkʃən] n. 신념, 확신; [법] 유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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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ver [hʌ́vər] v. 하늘을 떠다니다, 비상하다

stir  [stəːr] v. 휘젓다, 움직이다, 흔들다; 흥분시키다 

whimper  [hwímpəːr] vi. 잦아들듯 울다; 훌쩍이다, 울먹이다

solemn [sɑ́(ɔ́)ləm] a. 엄숙한, 근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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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riably  [invɛ́əriəbli] ad. 변함없이, 일정불변하게; 늘, 반드시 

gravitate  [grǽvəte ̀it] v. 인력에 끌리다; (물건이) 가라앉다; (사람 등이) … 에 자연히 끌리다 

rehabilitation [rìːhəbìləte ́iʃ-ən] n. 사회 복귀; 명예(신용)회복; 부흥; 복귀, 복직, 복권

awkward  [ɔ́ːkwərd] a. 거북한, 어색한

steer  [stiər] v. 키를 잡다, 조종하다

name tag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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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ulate  [tǽbjəle ̀it] vt. 표로 만들다, 일람표로 만들다; 평면으로 하다; a. 평면으로 된, 얇고 판판한 

serene [siri ́ːn] a. 고요한, 잔잔한; 화창한, 청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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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다

smock [smɑk] n. (옷 위에 덧걸치는) 작업복, 덧입는 겉옷

tub  [tʌb] n. 통, 물통, 욕조, 목욕통

padded [pǽdid] a. 패드를 댄(넣은), 덧댄 것 같은, 푹신한 

lounging  [laundʒiŋ] a.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레저용의, 활기 없는, 게으른 

nuisance  [nju ́ːsns] n. 방해물, 폐, 성가신 것

absorbent  [æbsɔ́ːrbənt] a. 흡수성의, 흡수력이 있는; n. 흡수제 (본문에서는 absorbant 로 표기) 

mischievous  [místʃivəs] a.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의; 유해한, 화를 미치는

rinse [rins] vt. 헹구다, 씻어내다 

slyly [slaili] ad. 교활하게, 몰래

chortle [tʃɔ́ːrtl] vi. (만족한 듯이) 크게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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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 [rítʃu-əl] n. 의식, 예배 의식; a. 의식의

contribute  [kəntri ́bjuːt] v. 기부하다, 기여하다

fragment  [frǽgmənt] n. 부서진 조각, 파편, 단편 ; v. 산산이 부수다(분해하다); 부서지다, 조각이 되다 

grasp [græsp] v. 붙잡다, 움켜쥐다

vividly [vívidli] ad. 생생하게, 선명하게, 발랄하게

wander [wɑ́ndəːr] v. 거닐다, 돌아다니다

lengthy [le ́ŋkɵi] a. 긴, 오랜; 장황한, 지루한  

disquiet [diskwa ́iət] vt. … 의 마음의 평온을 잃게 하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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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ire [pərspa ́iər] v. 땀을 흘리다, 발한하다; 발산시키다, 증발하다 

embarrass [imbǽrəs, em-] v. 당혹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convince  [kənvíns] vt.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murky [mə́ːrki] a. 어두운, (안개·연기가) 자욱한

vague [veig] a. 어렴풋한, 막연한

tidy [táidi] a. 단정한, 말쑥한

stirring [stə́ːriŋ] a. 감동시키는, 고무하는; 활발한, 활동적인, 번화한, 붐비는

reminder  [rimáindəːr] n. 생각나게 하는 사람(것); 기념품; 상기시키는 조언, 암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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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natured  [gu ́dne ́itʃərd] a. 친절한, 사람이 좋은, 마음씨 고운 (good-naturedly : ad. 친절하게, 마음씨 좋

게)

dosage [do ́usidʒ] n. [의학·약학] 투약, 조제; 1회분의 투약(복용)량

pleasurable  [ple ́ʒərəbəl] a. 즐거운, 유쾌한, 기쁜, 흐뭇한, 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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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d [breid] vt. (머리를) 땋다; n. 꼰(땋은) 끈, 노끈

irritable  [írətəbəl] a. 성미가 급한

emblem  [e ́mbləm] n. 상징, 표상, 상징적 무늬; 전형, 귀감; vt. … 의 표징이 되다, 상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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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chute  [pæ ́rəʃu ̀ːt] n. 낙하산

prod [prɑd] vt. 찌르다, 쑤시다

stow [stou] vt. (짐을) 실어 넣다, (물건을) 싣다, 집어넣다

wail [weil] n. 울부짖음, 비탄, 통곡; vi. 울부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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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lgent  [indʌ́ldʒənt] a. 멋대로 하게 하는, 관대한, 순한 (indulgently : ad. 관대하게)

commotion [kəmo ́uʃən] n. 동요, 소동

reprieve  [ripríːv] 
n. 집행 유예, (사형) 집행 연기; 일시적 모면, 유예;  … 의 형의 집행을 연기하다; 

… 을 일시 구제하다 

plea [pliː] n. 탄원, 청원; 변명, 구실

pledge [pledʒ] n. 맹세, 서약; 저당, 담보; 보증; 

vt. 맹세하다, 서약하다

relinquish  [rilíŋkwiʃ] vt. 포기하다, 양도하다; 그만두다, 버리다

protest [prəte ́st] v.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exuberant  [igzu ́ːbərənt] a. 열광적인, 열의가 넘치는, 원기 왕성한

glow [glou] n. 달아오름, 온기, 행복감

murmur  [mə́ːrməːr] v. 중얼거리다

frequently  [fríːkwəntli] ad. 빈번하게, 자주, 종종 

longing  [lɔ́(ː)ŋiŋ, lɑ́ŋ-]
n. 갈망, 열망, 동경; a. 갈망하는, 동경하는 (longingly : ad. 간절히 원하여, 열망

하여)

gleam [gliːm] vi. 번쩍이다, 빛나다

dutifully   [dju ́ːtifəli] ad. 충실하게, 예의 바르게 

cringe [krindʒ] vi. 움찔하다, 움츠리다

podium  [po ́udiəm] n. [건축] 맨 밑바닥의 토대 석; 연단, 연설 대, 지휘대

infringe  [infríndʒ] v. (법·계약·의무 등을) 어기다, 위반하다, 범하다, 침해하다

violation   [vàiəle ́iʃən] n. 위반, 위배; 방해, 침해

trim  [trim] v. 다듬다, 정돈하다, 손질하다; 잘라내다, 없애다 

undergarment  [ʌ́ndərgɑ̀ːrmənt] n. 속옷, 내의 

congregate [kɑ́ŋgrige ̀it / kɔ́ŋ-] v. 모이다, 군집하다; 모으다, 소집하다 

merriment  [me ́rimənt] n. 명랑함, 흥겹게 떠듦

buoyancy  [bɔ́iənsi] n. 부력, 뜨는 성질; (타격을 받고도 곧) 회복하는 힘, 낙천적 기질

meticulous  [mətíkjələs] a. 꼼꼼한, 세심한; 정확한; 소심한, 너무 신중한 (meticulously : ad. 꼼꼼하게, 좀

스럽게) 

disposition  [dìspəzíʃən] n. 배열, 배치; 성질, 기질, 경향

scrupulously  [skru ́ːpjələs] a. 양심적인, 성실한; 꼼꼼한, 세심한; 정확한 (scrupulously : ad. 꼼꼼히, 세심히)

suspense  [səspe ́ns] n. 미결, 미정; 불안, 걱정; (영화·소설 등의) 서스펜스, 지속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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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tation  [i ̀rəte ́iʃən] n. 짜증나게 함; 짜증, 화; 짜증나는 것, 자극하는 것

exasperate  [igzǽspəre ̀it] vt. 성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whine [hwain] v. 낑낑거리다, 흐느껴 울다



toddler [tɑ́dləːr] n. 걸음마 하는 유아

even [íːvən] v. … 을 평평하게 하다, 고르다 (out, off), …을 평등하게 하다 

duplication  [dju ̀ːpləke ́iʃən] n. 이중, 2배; 복사, 복제 

tattletale  [tǽtlte ̀it] a. 고자질하는; 비밀을 폭로하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solemnly  [sɑ́ləmli] ad. 장엄하게, 진지하게 

profound  [prəfáund] a. 깊이가 있는, 심오한

acknowledge [əknɑ́lidʒ] vt. 인정하다; (편지 등을) 받았음을 알리다

curb  [kəːrb]
n. 재갈, 고삐; 구속, 속박; (인도와 차도 사이의) 연석, 차도에서   인도가 될 때 

약간 높아지는 턱; vt. (말에) 재갈을 물리다; 억제하다, 구속하다

tribute [tríbjuːt] n. 감사(칭찬, 존경, 애정)의 표시; 공물, 연공 

pamper [pǽmpər] vt. … 의 욕망을 한껏 채워주다; 응석 받아주다; (욕망을) 만족시키다 

prestige  [prestíːdʒ] n. 위신, 위광, 명성, 신망, 세력; a. 명성이 있는, 신망이 두터운

howl [haul] vi. (개·이리 따위가) 짖다, 울부짖다; 크게 웃다

sheepish [ʃíːpiʃ] a. (양처럼) 마음이 순한, 소심한, 수줍어하는 (sheepishly : ad. 순하게, 소심하게)

acquisition  [æ̀kwəzíʃən] n. 획득, 습득; 취득물, 이득, 뜻밖에 얻은 귀한 물건(사람) 

retroactive  [re ̀trouǽktiv] a. 반동하는; (법률·승급 등의 효력이) 소급하는

smack  [smæk] vt. 찰싹 치다; n. 찰싹하는 소리

ruefully [ru ́ːfəli] ad. 가엾게, 비참하게

wield [wiːld] vt. (칼·도구 등을) 휘두르다, 사용하다, 쓰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precision  [prisíʒən] n. 정확, 정밀; 꼼꼼함; a.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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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 길로) 빠지다, 타락하다

prompt [prɑ(ɔ)mpt] vt. 자극하다, (행동을) 유발하다; a. 신속한

studious   [stju ́ːdiəs] a. 학문적인, 공부하기 좋아하는

serenely   [siríːn] a. 고요한, 잔잔한; 화창한, 맑게 갠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아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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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t  [əvə́ːrt] vt. (눈·얼굴 따위를) 돌리다, 비키다(from), 외면하다,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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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meal  [piːs-́mìːl] a. 단편적인, 하나(조금)씩의; ad. 하나씩, 조금씩, 점차로 

crescendo  [kriʃe ́ndou]
n. [음악] 크레셴도; 진전, 점점 세어지기; ad. [음악] 점점 세게; (감정·동작을) 차

차 강하게

gracious  [gre ́iʃəs] a. 상냥한, 정중한

benign [bináin] a. 자비로운, 인자한, 친절한

anguish  [æ ́ŋgwiʃ] n. (심신의) 비통, 고뇌, 번민; v. 괴로워하다(괴롭히다) 

jaunty  [dʒɔ́ːnti, ʤɑ́ːn-] a. 쾌활한, 명랑한; 멋진, 말쑥한 

collective  [kəle ́ktiv] a. 집합적인, 집단적인; 공동의 

gasp  [gæsp] v. (놀람 등으로) 숨이 막히다, 헐떡거리다



intake  [ínte ̀ik] n. (물·공기 등을) 받아들이는 곳; 빨아들임, 흡입

intently  [inte ́ntli] ad. 골똘하게, 여념 없이, 오로지 

indolence  [índələns] n. 게으름, 나태

unanimous  [juːnǽniməs] a. 만장일치의, 이의 없는

fleeting  [flíːtiŋ] a. (시간·인생 등이) 어느덧 지나가는; 잠깐 동안의, 무상한, 덧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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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orous  [ríg-ərəs] a. 엄한, 엄격한; 호된, 혹독한; 엄밀한, 정확한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magnitude  [mǽgnətju ̀ːd] n. 크기, 크고 작음; 큼, 거대함; 중요성, 위대함

spontaneous  [spɑnte ́iniəs] a. 자발적인; 자연적인, 무의식적인

swell  [swel] vi. 부풀다, 팽창하다; n. 부풀음, 팽창

gratitude  [græ ́titjuːd] n. 감사, 보은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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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ng  [Ɵrɔː(ɔ)ŋ] n. 군중; vi. 떼 지어 모이다

hesitation  [he ̀zəte ́iʃən] n. 주저, 망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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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out  phrasal verb 추려내다, 추리다, 선발하다

designate  [de ́zigne ̀it] vt.  명시하다, 지적하다; 나타내다, 의미하다; 지명하다, 선정하다; 임명하다; …을 

…이라고 부르다[칭하다]

indicate  [i ́ndikeit] vt. 가리키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relish  [re ́liʃ] n. 흥미, 의욕; 맛, 풍미, 양념; vt. 맛있게 먹다, 즐기다

exempt  [igze ́mpt] vt. (의무, 고통 등을) 면제하다, 없애주다, 면제된 

prohibit  [prouhi ́bit] vt. 금하다, 금지하다

medication  [me ̀dəke ́iʃ-ən] n. 약물 치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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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l [kəmpe ́l] vt.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courtesy  [kə́ːrtisi] n. 예의바름, 공손함; 호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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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iction  [ristríktʃ-ən] n. 제한, 금지, 한정 

requisition  [re ̀kwəzíʃ-ən] vt. 요구하다; 강제 사용하다; 소집하다; n. 요구, 청구, 요청, 명령; 청구서, 명령서

indescribable  [ìndiskráibəbəl] a.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n.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integral  [i ́ntigrəl] a.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완전한, 완전체의; n. 전체

reel  [riːl] v. (실을) 얼레[물레]에 감다

conceivably  [kənsíːvəbəl] ad. 생각되는 바로는, 상상으로는,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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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er  [bʌ́zəər] n. 윙윙거리는 벌레; 사이렌, 버저

unlatch  [ʌ̀nlætʃ] v. (문의) 빗장을 끄르다;  (문이) 열리다; (구두·가방 등의) 죔쇠를 끄르다

concentration  [kɑ̀nsəntre ́iʃən] n. 집중



sturdy  [stə́ːrdi] a. 튼튼한,억센;건장한,건전한,착실한,완강한

upholster  [ʌpho ́ulstər] vt. (의자 등에) 속·스프링·커버 따위를 대다; 겉 천을 대다, 커버를 씌우다 

slender  [sle ́ndər] a. 가느다란, 홀쭉한, 빈약한

alcove  [ǽlkouv] n. 주실에 이어진 골방; 우묵한 곳, (정원·수풀 사이 등의)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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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icate  [íntrikit] a. 뒤얽힌, 복잡한

emboss  [embɔ́s, -bɑ́s, im-]
v. 부조세공(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을 하

다;  부풀리다, 융기시키다

self-conscious [se ́lfkɑ́nʃəs] a. 자의식이 강한; 사람 앞을 꺼리는, 수줍어하는 (self-consciously : ad. 수줍게)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diminish  [dimíniʃ] vt. 줄이다, 감소시키다

neglect  [nigle ́kt]
v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경시하다, 간과하다; 게을리 하다, 소홀히 하다; 

n. 태만, 소홀, 무시, 등한시, 경시

enormous  [inɔ́ːrməs] a. 막대한, 거대한

transmit  [trænsmi ́t] vt. 보내다,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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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d  [sled] n.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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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ehensive  [æ̀prihe ́nsiv]
a. 우려하는, 염려하는; 이해가 빠른, 총명한  (apprehensively : ad. 염려하여, 총

명하게)

deftly  [de ́ftli] ad. 솜씨 좋게, 교묘히 

betray [bitre ́i] v. 배반하다, 누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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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gid [frídʒid] a. 몹시 추운, 극한의, 혹한의; 싸늘한, 냉랭한

pinprick  [pínprìk] n. 콕 찌름, 작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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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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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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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d  [maund] n. 산더미처럼 쌓은 것 (a mound of tire 타이어 더미)

propel  [prəpe ́l] vt. 추진하다, 몰아대다

wince  [wins] vi. 주춤하다, 움츠리다, 질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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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버리다

weary  [wi ́əri] a. 피로한, 지친 (wearily : ad. 지쳐서, 진저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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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tful  [fre ́tfəl] a. 화를 잘 내는, 성마른, 안달하는

significant  [signífikənt] a. 중요한, 소중한; …을 의미하는, 나타내는

procedure  [prosi ́ːdʒər] n. 수속, 절차

abuzz  [əbʌ́z] a. 윙윙거리고, 떠들썩하여; 활기에 넘쳐, 한창 활동하여 

admonition  [æ̀dməníʃən] n. 훈계; 권고, 충고; 경고



feathery   [fe ́ðəri] a. 깃이 난; 깃으로 덮인; 깃털 같은(눈송이 따위); 가벼운; 천박한

ministrative  [mínəstre ̀itiv] (=ministrant) a. 봉사하는, 보좌역의; n. 봉사자, 보좌역 

dietary  [dáiəte ̀ri] a. 식사의, 음식의; 식이 요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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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ty  [enta ́iərti] n. 완전, 온전함(한 상태); (the entirety) 전체, 전액

flicker  [flíkər] v. (빛 등이) 깜박이다, 명멸하다

fluster [flʌ́stəːr] v. 당황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dumbfound  [dʌ̀mfa ́und] vt. 말문이 막히게(깜짝 놀라게) 하다, 어쩔 줄 모르게 하다  

fascinate  [fǽsineit] v. 매혹하다, 황홀케 하다

fiercely [fiərsli] ad. 맹렬히, 지독히

wry  [rai] a. 찡그린, 뒤틀린 (wryly : ad. 얼굴을 찌푸리고, 뒤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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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curate  [inǽkjərit] a. 부정확한, 정밀하지 않은; 틀린

absurdity  [æbsə́ːrdəti] n. 부조리, 불합리, 모순; 어리석은 일(것)

vibrance   váibrəns] n. 진동, 흔들림 (=vibrancy)

geranium  [ʤəre ́iniəm] n. [식물] 제라늄

petal  [pe ́tl] n. [식물] 꽃잎

wilt  [wilt] v. 시들(게 하)다, 풀이 죽(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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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ubbery  [ʃrʌ́bəri] n. 관목을 심은 길, 관목 숲; [집합적] 관목(shrubs)

hack [hæk] v. 땅을 가다, 일구다

tusk [tʌsk] n. (코끼리 등의) 엄니; 엄니 비슷한 것; (삽·보습 등의) 뾰족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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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tter [spǽtəːr] v. 튀(기)다, 흩어지다; n. 튀김, 튀기는 소리, 후두두하는 소리

mutilate  [mju ́ːt-əle ̀it] vt. (팔다리 등을) 절단하다; 불구로 만들다; (작품 등을) 망쳐 놓다

sinuous  [sínjuəs] a. 꾸불꾸불한, 물결 모양의; 완곡한, 간접적인

trunk  [trʌŋk] 
n. ① (나무의) 줄기; 몸뚱이, 몸통, 본체; 

   ② (철도·도로·운하의) 간선, 본선; 트렁크, 여행 가방

rag  [ræg] n. 넝마,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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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use  [spaus, spauz] n. 배우자, 남편, 아내

grimly  [grimli] ad. 잔인하게; 엄하게, 무섭게, 험악하게, 으스스하게

vaguely   [veigli] ad. 모호하게, 막연히

subside  [səbsáid] vi. 가라앉다, 진정되다; 빠지다, 감퇴하다

assimilate  [əsi ́mileit] v. 흡수하다, 동화하다, 소화하다

accusation  [æ̀kjuze ́iʃən] n. 비난, 규탄, 죄, 죄명

14

bluish  [blu ́ːiʃ] a. 푸르스름한, 푸른빛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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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tter [skítəːr] v. 잽싸게 미끄러지다, 경쾌하게 나아가다

jar  [dʒɑːr] 
vt. (불의의 타격 등으로) 깜짝 놀라게 하다; …에게 충격을 주다; n. 삐걱거리는 소

리, 잡음

hatchet  [hǽʧit] n.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전투용 도끼; 손도끼

agony  [ǽgəni] n. 고민, 고뇌, 고통

vomit  [vɔ́mit] v. 토하다, 게우다

brutal  [bru ́ːtl] a. 잔인한, 야만적인; 모진, 혹독한

daub  [dɔːb] 
n. 바르기, 마구 칠함; 더러움; 칠, 도료; vt. (도료 등을) 흠뻑 바르다, 칠하다; 더

럽히다

anesthetic  [æ ̀nəsɵe ́tik] n. 마취제; a. 마취의, 무감각한

ointment  [ɔ́intmənt] n. [약학] 연고, 고약(膏藥)

inject  [indʒe ́kt] vt. 주사하다, 주입하다, 삽입하다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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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e  [a ̀isəle ́it] vt.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forsake  [fəːrse ́ik] vt. 내버리다, 버리고 돌보지 않다

fracture  [fræ ́ktʃəːr] vt. (뼈를) 부러뜨리다, 삐다; 부수다, 깨다, 파쇄하다; n. 골절; 부러짐, 파손, 균열

assuage  [əswe ́idʒ] vt. (슬픔·분노·욕망 따위를)  완화하다,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리다

torturous  [tɔ́ːrjulə] a. 고문의,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excruciate  [ikskru ́ːʃie ̀it] vt. 몹시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

spasm  [spæ ́z-əm] n. 경련, 발작

petition  [pitíʃən] n. 청원, 탄원, 진정; vt. 청원하다, 탄원하다, 신청하다

accommodate  [əkɑ́(ɔ́)mədeit] vt.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accommodate  [əkɑ́(ɔ́)mədeit] vt.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abdomen  [ǽbdəmən] n. 배, 복부; (곤충 따위의)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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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inous  [ɑ́mənəs] a. 불길한, 나쁜 징조의

placidly  [plæ ́sid] a. 평온한, 조용한, 차분한; 스스로 만족한, 자기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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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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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il  [fleil] v. 도리깨질하다, 휘두르다

lull  [lʌl] vt. 달래다, 어르다, 안심시키다; n. 진정, 잠잠함

turquoise  [tə́ːrkwɔiz] n. [광물] 터키석(石);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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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e  [breis] v. 대비하다, 마음을 다잡다

bridle  [bra ́idl] n. 말굴레 (재갈·고삐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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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h  [pɑːrtʃ] vt. (햇볕 등이 땅을) 바싹 말리다; 볶다, 굽다, 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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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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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rt  [spəːrt] v. 쏟아져 나오다, 내뿜다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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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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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hoove  [huːv] n. 고창증(장 안에 가스가 차서 배가 붓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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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tatic  [ekstǽtik] a. 완전히 마음이 팔린, 열중한; 무아경의, 황홀한

solitude  [sɑ́(ɔ́)litjuːd] n. 고독, 외로움

pervade  [pərve ́id] v. 널리 퍼지다, 고루 미치다, 보급하다

contentedly  [kənte ́ntidli] ad. 만족해서, 느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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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rt  [bləːrt] vt. (… out) 불쑥 말하다, 무심결에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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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olete [ɑ̀bsəlíːt] a. 쓸모없게 된, 안 쓰이는; vt. 진부하게 하다, 구식으로 만들다, 쇠퇴시키다

wholehearted  [ho ́ulhɑ́ːrtid] a. 전심전력의; 성의 있는, 진심의, 마음으로부터 열중하고 있는; 진지한

inappropriate  [ìnəpro ́upriit] a. (…에게) 부적당한, 타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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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e  [pə́ːrmie ̀it] v. 스며들다, 침투하다, 투과하다; 퍼지다, 보급하다

shallow  [ʃǽlou] n. (종종 pl.) 얕은 곳, 여울

strew  [struː] vt. (모래·꽃·씨 등을) (…에) 뿌리다, 흩뿌리다; 끼얹다 

clutch  [klʌtʃ] vt. 꽉 잡다, 붙들다

blam  (의성어) 쾅! 

ambush  [ǽmbuʃ] n. 매복, 잠복; 매복 공격; [집합적] 복병; v. 매복하다; 매복하여 습격하다

freakish  [fríːkiʃ] a. 변덕스러운, 일시적 기분의, 장난의; 기형적인, 괴상한

horde  [hɔːrd] n. 유목민의 무리; 약탈자의 무리; 큰 떼거리

lain  [lein] lie(vi. 눕다, 누워있다) 의 과거분사

shudder  [ʃʌ́dər] vi. 떨다, 몸서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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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tise  [e ̀kspəːrtíːz] n. 전문적 기술(지식); 전문가의 감정서 

warily  [wɛ́-ərili] ad. 조심하여, 방심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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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fy  [kʌ́mfi] (=comfortable) a. 기분 좋은, 편안한; 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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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jected  [didʒe ́ktid] a. 기운 없는, 낙담한, 풀없는

luminous  [lu ́ːmənəs] a. 빛을 내는, 빛나는

shred  [ʃred] v. 조각조각으로 찢다, 갈가리 찢다; n. 끄트러기, 조각, 파편

inflict  [infli ́kt] vt. (형벌, 고통, 손해를) 주다, 입히다

imploring  [implɔ́ːriŋ] a. 탄원하는, 애원하는 (듯한)



devastate  [de ́vəste ̀it] vt. (국토·토지 따위를) 유린하다, 황폐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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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dom  [se ́ldəm] ad. 드물게, 좀처럼 …않는

cradling  [kre ́idliŋ] n. 육성; [건축] 나무 또는 쇠로 된 뼈대(틀)

shrimp  [ʃrimp] n. 작은 새우; (구어·경멸) 난쟁이, 꼬마; 하찮은 사람 

syringe  [səríndʒ, sír-] n. 세척기; 주사기; 수동 펌프, 물총

fragile  [frǽdʒəl / -dʒail] a. 부서지기[깨지기] 쉬운

vein  [vein] n. 혈관, 정맥, 광맥; 기질, 특질

teeny-weeny  [tíːniwíːni] (=tiny) a. 작은, 조그마한 

plunger  [plʌ́ndʒər] n. (자루 끝에 흡착 컵이 붙은) 흡입식 하수관 청소기; (양수기·수압기 등의 피스톤

의) 플런저; (뒤로 재는 총의) 격침

recept [ríːsept] n. [심리] 지각 상, 유상 (유사한 자극의 반복으로써 형성되는 이미지, 형상)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한, 부드

러운

chute  [ʃuːt] n. 활강로, 자동 활송 장치

wretched  [ræ ́tʃid] a. 불쌍한, 비참한; 지독한, 야비한

claw  [klɔː] n. 발톱; v. 발톱으로 할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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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dle [hʌ́dl] v. (… together) 붐비다, (떼 지어) 몰리다, 쌓아 올리다

mimic [mímik] a. 흉내를 잘 내는, 가짜의; vt. 흉내 내다, 흉내 내어 조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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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and [e ́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inconsiderate  [i ̀nkənsi ́dərit] a.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무관심한, 인정 없는; 경솔한; 성급한

solace  [sɑ́ləs] n. 위안, 위로, 기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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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y  [ste ́lɵi] a. 남의 눈을 피하는, 살금살금 하는, 비밀의 (stealthily : ad. 몰래, 은밀히)

customary  [kʌ́stəme ̀ri] a. 습관적인, 통례의; 관례에 의한, 관습상의 

glee  [gliː] n. 기쁨, 즐거움

frazzle [frǽz-əl] v. (너덜너덜) 닳아 떨어지게 하다(떨어지다); 지치게 하다(지치다)

naughty [nɔ́ːti] a. 장난꾸러기인, 행실이 나쁜

emphatically  [imfǽtikəli] ad. 강조하여, 힘차게, 단호히

condemned  [kənde ́md] a. 비난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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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notic   [hipnɑ́tik / -nɔ́t-] a. 최면을 일으키는, 최면성의

rut  [rʌt] vt. 바퀴 자국을 내다, 홈을 내다;  바퀴자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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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gitive  [fju ́ːdʒətiv] n. 도망자, 탈주자; a. 도망치는

augment  [ɔːgme ́nt] v. 증가(증대)시키다, 증가(증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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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in on idiom … 이 (피사체)에 접근하다 



vigilant  [vídʒələnt] a.  자지 않고 지키는; 경계하고 있는, 방심하지 않는

haphazard  [hæ ́phæ ̀zərd] a. 우연한, 되는 대로의; n. 우연(한 일); ad. 우연히,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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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p  [siːp] vi. 스미어 나오다, 새다

peril  [pe ́ril] n. 위험, 모험

warble  [wɔ́ːrb-əl] v. (새가) 지저귀다; (여자가) 목소리를 떨며 노래하다; n. 지저귐; 떨리는 목소리; 

노래

exquisite  [e ́kskwizit] a. 정교한, 절묘한; 우아한, 섬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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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nd  [strænd] n. 꼰 줄, 꼰 밧줄

silvery  [sílv-əri] a. 은과 같은; 은빛의; 은방울 같은

gnawing   [nɔ́ːiŋ]
n. 갉기, 물기; (pl.) 끊임없는 고통, 가책; a. 갉는, 무는; 괴롭히는, 통렬한, 가책하

는

yearn  [jəːrn] vi.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sprain  [sprein] vt. (발목·손목 따위를) 삐다(wrench)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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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bly  [fíːbli] ad.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imperceptibly  [i ̀mpərse ́ptəbli] ad. 미세하게, 알아차릴 수 없게

agonizing  [ǽgənàiziŋ] a. 고뇌하게 하는, 괴로워하는

lethargy  [le ́ɵəːrdʒi] n. 혼수(상태); 무기력

resignation  [re ̀zigne ́iʃən] n. 포기, 단념, 체념

restore  [ristɔ́r] vt. 되돌리다,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impede  [impi ́ːd] vt.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summit  [sʌ́mit] n. 정상, 꼭대기

leaden  [le ́dn] a. 납의, 납으로 만든

crest  [krest] n. (새의) 볏, 깃 장식

fumble  [fʌ́mb-əl] vi. 손으로 더듬어 찾다

powdery   [pa ́udəri] a. 가루 (모양)의; 가루투성이의

incision [insi ́ʒən] n. 베기, 째기, 절개(술), 벤 자국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원서를 읽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영어 원서, 월E를 만나보세요!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정식 출간된 순도 100% 원서 기반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과 슬랭은 원어민 전문가가 적절히 순화!

완벽히 정리된 영어 단어장과 Comprehension Quiz까지!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오디오북 포함!

한국 외국어 대학교 마이클 마이즈너 교수 강력 추천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605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