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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단 어 의 미 쪽수 단 어 의 미

18 myriad
n. 보통a myriad of 또는 myriads of로] 무수 ,1만,  myriads[a myriad] of
stars 무수한 별

1 compile vt.<책을> 편집하다(make up);<자료 등을> 수집하다 extrapolations n,(통계) 외삽법, 보외법, (기지의 사실에서의) 추정
exhaustive adj. 철저한, 속속들이 규명해 내는, 남김 없는(thoroughgoing) insurgency n. (pl. -cies) 폭동[반란] 상태;=INSURGENCE
vaguely adv. 모호하게, 막연히 expatriate vt. 국외로 추방하다(⇒ expel [유의어])
milieu  n. (pl. milieus, milieux[z]) 주위, 환경(environment) contrive vt.고안하다, 연구하다(devise);설계하다(design), 꾸미다, <나쁜 일을> 획책하다
homebound  adj. 본국행[귀환]의, 귀항(歸航)의;귀가 중인 ,집에 틀어박힌 intricate adj. 얽힌, 복잡한(complicated);난해한,vt. 《고어》 복잡하게 만들다, 얽히게 하

2 articulation n.  또렷한 발음, 명확한 표현 , 분절, 관절 conspiracy n.음모, 공모, 불법 공모, 공동 모의;결탁,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동시 발생
cleft palates 구개가 파열된,harelip wreath n. 화관(花冠), 화환;화환 모양의 조각, (연기·구름 등의) 소용돌이, 고리 《of》

tied tongues 혀의 소대(小帶)가 짧은 prodigal
낭비하는  prodigal expenditure, 방탕한 the prodigal son 【성서】 회개한[돌아
온] 탕아

laryngotomy 후두절제술 mundane adj.이승의, 현세의;세속적인(earthly), 평범한, 흔히 있는;실제의

manipulate
vt. 교묘하게 다루다, <문제 등을> 솜씨 있게 처리하다,<시장·가격 등을> 교묘하
게 조작하다

Alitalia n. 알리탈리아 《이탈리아 항공사》 19 intrigue n.음모,vt음모를 꾸미다
3 topographic (보통 등고선에 의한) 지세도, 지형도 deprivation n.박탈;(상속인의) 폐제(廢除);(성직의) 파면, 상실, 죽음

schematic  adj.개요의, 약도의, 도식의, 도식적인 21 imperative adj.피할 수 없는, 긴급한, 꼭 해야 할;필수적인, 긴요한(urgent)
 n. 개략도, (전기 등의) 배선 약도(= dagram) inexplicably adv. 불가해하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jut  n. 돌기, 돌출부, 돌출한 끝, sympathizer n. 동정자;지지자, 공명자, 동조자
vi.vt. (jut·ted;jut·ting) 돌출하다[시키다], 튀어나오다 22 piecemeal adv.하나씩, 조금씩;점차로;조각조각으로 adj. 단편적인

4 renunciation
(권리·칭호 등의) 포기, 폐기, (욕망·쾌락 등의) 자제, 금욕;(야심 등의) 포기, 단념,
부인, 거부, 거절

reiterate vt.(여러번) 되풀이하다[반복하다];반복하여 말하다

ammunition 탄약, 무기,   (논쟁 등에서의) 공격[방어] 수단 breach n.법률·도덕·약속 등의) 위반, 불이행, 침해 , (성벽·제방 등의) 갈라진 틈

awry
adv.구부러져, 비뚤어져, 뒤틀어져(distorted), <사물·사람의 행동 등이> 틀려서,
잘못되어

schizophrenic n.(정신의학)정신 분열증의  n. 정신 분열증 환자

graphite n. 석묵(石墨), 흑연(plumbago, black lead) 23 pundits a 인도의 석학(碩學), 범학자(梵學者)
smudge n.더러움, 얼룩, 때, (멀리 있는 물체 등의) 흐릿한 윤곽,3 짙은 연기, 모깃불 coax vt.구슬려 …시키다  n.COAXIAL CABLE
crumple vt.(뭉쳐) 구기다, 구김살투성이로 만들다 《up》 《★ crease보다 딱딱한 말》 26 gruff adj.<목소리가> 거친, 쉰

5 amnesty n. (pl. -ties) [U.C] 대사(大赦), 특사,사면장 swarthy adj.<얼굴이> 거무스레한, 가무잡잡한
vt. grant an amnesty to …에게 사면을 허락하다 perennially adv. 사철을 통해, 연중 끊이지 않게

trench n.(군사) 참호, …호(壕);[pl.] 참호, 방어 진지, 전선,a cover trench 엄폐호 gargantuan adj. 거대한;원대한, 엄청난
dulcet adj. 《문어》 (듣기·보기에) 상쾌한, <음색이> 아름다운, 감미로운(sweet) 27 shrivel vt. 주름(살)지게 하다
surreptitious adj.비밀의, 내밀의, 몰래 하는, 은밀한, 부정의, 무허가의, 가짜의 28 arthritic adj.관절염의[에 걸린];노화 (현상)의 n.관절염 환자

terse 
adj.<문체·표현이> 간결한, 간명한, 짧고 힘찬, <대답 등이> 퉁명스러운;무뚝뚝
한, 쌀쌀한

29 podiatrist chiropodist n. 족병(足病) 전문의

communiques n. 코뮈니케, (외교상의) 공식 발표, 성명서 33 camaraderie n.(friendship), 동지애 , 우정
6 covertly adv. 은밀히, 살며시 35 trellises n. (특히 목제의) 격자(格子)(lattice), 격자 세공;격자 울타리

Confucian adj. 공자의;유교의, 유학자의 n.유생, 유학자 maroon n.밤색, 고동색, 고도(孤島)에 버려진 사람
7 venerable adj.(인격·지위·나이로 보아) 존경할 만한, 유서깊은, meticulously adj.꼼꼼한, 세심한;정확한, 신중한

abide vi,(규칙·약속 등을) 지키다, 준수하다 ,머물다, 참고 견디다 36 indelible adj. <잉크·연필 자국 등이> 지울[씻을] 수 없는
amiable adj.붙임성 있는, 상냥한 rampant adj.(병,소문 등이) 유행하는, 마구 퍼지는, 성한
ore n. 광석;《시어》 금속, 《특히》 금, 귀금속 consummate vi. 완료되다, adj.극단의
vanity n.허 심, 자만심,공허, 허무함, 덧없음, 무상(無常) zealotry n.  《경멸·드물게》 열광;열광적 행동

37 Presbyterian 장로교회의

8 trinket n. 자질구레한 장신구. 《일반적으로》 하찮은 것 38 congregation n. 모임, 회합(assembly)

loft
n. 지붕밑 방(attic), 다락방,더그매;(헛간·외양간의) 다락 , 위층   (극장의) 맨 위
층 보통 관람석

39 insomniac n.불면증 환자, adj. 불면증의;불면증에 걸린;(더위·소음 등으로) 잠잘 수 없는

hacienda n. (중남미에서 가옥이 딸린) 대농장, 목장(ranch);(농장·목장의) 가옥, 주인집, 공 40 endometriosis  n. 자궁 내막증
10 ineffable adj.말로 표현할 수 없는   ineffable joy[grief] 말할 수 없는 기쁨[슬픔] gynecologist 산부인과 의사

Commonwealth
 n.국가, 《특히》 공화국(republic), 민주 국가(democracy)
여기서는 미국 캔터키, 메사추세츠,펜실베니아,버지니아 등 4개주의 공식명칭

ACLU 미국시민자유연맹

12 sonorous adj.울려 퍼지는, 낭랑한;<악기 등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는 antacid  adj.산(酸)을 중화하는, n. 산 중화물, 제산제(制酸劑)
rambling adj.어슬렁거리는, 한가로이 걷는;방랑성의 belch vt.트림을 하다.. Belch out ,<화산·대포 등이> 불꽃·연기 등을 내뿜다

13 primordial
adj.원시의;원시 시대부터 있는   primordial forms of life 원시 생물, 최초의;초
생의;근본적인

grimace  n.얼굴을 찌푸림,

14 herald
n.왕[공식]의 사자,군사(軍使), 전령, 포고자(布告者), 보도자,[Herald]신문. 선구
(자), 42 jitter 안달하다, 안절부절못하다,

feigning vi…인 체하다, 가장하다(pretend),   feign ignorance 모른 체하다 squirm 벌레 같이) 꿈틀거리다, 옴죽거리다
grunge n오물, 쓰레기(filth, garbage);조악한[저질의] 것;불쾌한 것,  보잘것없는사람. immaterial adj.실체 없는, 무형의, 비물질적인;정신상의, 적인(spiritual), 중요하지 않은
emetic adj.토하게 하는, 구토를 일으키는, 2 《비유》 메스꺼운, 욕지기가 날 것 같은 44 guffaw n.갑작스러운 큰 웃음, (상스러운) 홍소(哄笑) ,vi. , vt. 실없이 크게 웃다

n. 토제(吐劑) 45 wield vt. <칼·도구 등을> 휘두르다, 사용하다, 쓰다
concoction n. 혼성, 조합(調合); 조제물, 수프, 혼합 음료;조제약, 구성;책모;꾸며낸 이야기 bullwhip n. 생가죽 채찍
ballast n.(항해) 밸러스트, 바닥짐 《배의 안정을 위하여 바닥에 싣는 돌·모래》 venally adv.<사람이> 돈으로 좌우되게, 매수할 수 있게
Yerrow Pelir 릴리아가 건넨 목록의 황화라는 뜻의 Yellow peril을 가지고말장난 한것, poignant adj. 마음 아픈, 통렬한, 준열한, 마음에 사무치는

15 Diocletian
로마의 황제(285~305 재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거의 무정부 상태 던
3세기의 로마 제국에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회복시켰다.

falafel 팔라펠 《중동의 야채 샌드위치》

resplendent adj. 빛나는, 눈부시게[빤짝빤짝] 빛나는, 찬란한
demigod n.반인반신(半神半人) 47 sub-rosa 남몰래, 비밀히(privately)
immensely  adv. 막대[광대]하게;《속어》 아주, 굉장히 scoffed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mock), 놀리다
sullenness n.부루퉁함, 샐쭉함, 앵돌아짐;기분이 언짢음 무뚝뚝함 neurotic 신경증의, 신경(계)의, 노이로제에 걸린, 신경과민의

corpselike
adj.(특히 사람의) 시체, 송장(body)같은,《비유》 효력[생명, 활기]을 잃은 것같은,
버려진 것 같은

self-indulgent 제멋대로 하는, 방종한

megalomaniacal adj.과장하는 버릇이 있는 , 과대망상 환자의 48 jerk 갑자기 잡아당김
16 surveil vt. 감시[감독]하다 urinating 오줌누다

predation n. 포식(捕食), 약탈,(생태) =PREDATISM scalp 머릿가죽, 두피
spastic adj.(병리) 경련(성)의;경련성 마비의;돌발적인(spasmodic) growl 으르렁거리다, 성내어말하다
dyspeptic adj. 소화 불량(성)의;우울하고 화를 잘 내는 hoot 야유하는 소리, 빈정대는 외침
spook vt.떨리게 하다, 위협하다, n.유령, 도깨비 genital 생식기의
alimentary adj. 양의;소화의; 양을 주는;부양하는 jaundiced 편견을 가진
reek n.악취;악취가 나는 공기 inveterate 만성의, 상습적인
Maalox n.미제 위장약 49 malediction 저주, 악담, 비방, 욕

ruddy
adj.<안색 등이> 불그스레한, 혈색이 좋은, 건강한,  a ruddy complexion 혈색
좋은 얼굴빛

tithe 십일조

17 overassessed adj. 과대평가된 slack 힘이없는, 맥빠진, 굼뜬
karmic 숙명적인 / karmic justice 업보 karmic 숙명적인 / karmic justice 업보
penetrate 꿰뚫다, 통과하다, 스며들게하다 torso 나체 흉상, 몸통
meager 빈약한, 불충분한 execration 증오, 저주
annuity 연금, 연부금, 출자금 etch 식각(蝕刻)[에칭]하다, 선명하게 그리다
lore 민간전승(FOLKLORE) grieve 몹시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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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nfusion 주입, 우려냄
fledgling 풋내기, 애송이 82 shabby 낡아빠진, 헐어빠진, 허름한

52 carburetor 기화기, 카뷰레터 pennant (근무 중의 군함에 달아 그 임무나 사령관의 지위를 나타내는) 장기(長旗);작은 기
bleacher 외야석, 지붕 없는 관람석 altar (교회의) 제단, 제대(祭臺), 성찬대;(건독의) 계단
thigh 넓적다리, 허벅다리 84 viewership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자(수[층]), 시청률
crane 목을 길게 빼다, 목을 쑥 내밀다 impromptu 즉석에서, 준비 없이;즉흥적으로;임시 변통으로

pinch 한 자밤, 조금 phalanges 밀집 군대;동지의 집단(=phalanx)

mince 답답한 사람, 하찮은 녀석 85 mollify <사람·감정 등을>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달래다, 진정시키다
immaculate 오점없는, 흠없는, 완전한 boisterous <사람·행위 등이> 거친, 사나운, 난폭한;명랑하고 떠들썩한
wreak (해나 벌 등을) 가하다, 주다 trinket 자질구레한 장신구, 하찮은 것

54 nudge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souvenir 기념품, 토산품, 선물 《of》;추억의 유품
deplete 격감시키다, 고갈시키다 86 protege 피보호자, 피후견인
exploit (부당하게) 이용하다, 착취하다, 등쳐먹다 thrift shop 중고품 할인 판매점

55 rotten 썩은(=spoiled), 불결한, 썩은내 나는 maniacal 광적인, 광기의, 광란의
jar 병, 단지, 항아리 87 discrete 분리된, 따로따로의;불연속의
artichoke 아티초크, 솜엉겅퀴 proprietor 소유자, 소유주, 경 자, 독점권 소유자;사업주;[집합적] 소유자 단체
feign ~인 체하다, 가장하다 88 impede <운동·진행 등을> 방해하다, 헤살하다, 지연시키다

56 armored 갑옷을 입은 fireplug 소화전
rancid 썩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89 amenable 순종하는, (도리를) 따르는
compost 비료, 퇴비 kinky 비꼬인, 비틀린, 엉클린(twisted);꼬이기 쉬운
heap 더미, 덩어리, 무더기 91 mutilation (수족 등의) 절단;불구로 하기;손상, (문장 등의) 불완전화;【법】 문서 훼손
jamb 문설주 necrophilia 시간(屍姦), 시체 성애(性愛)

57 exotic 이국적인, 이국 정서의, 외국산의 precinct (행정상의) 관구(管區), 구역;학군;선거구;경찰 관할 구역
58 vehemently 격렬하게, 맹렬하게 liaison (남녀의) 사통(私通), 밀통

ramble on 오래 지껄이다 92 choreograph 공연하기 위해 <발레[춤]를> 편성[구성]하다;안무하다
59 groin 샅, 사타구니 conjecture 어림짐작, 추측, 억측(guesswork);(사진·암호 등의 추측에 의한) 해독, 판독

taut 팽팽하게 친, 긴장된 93 temp 임시 직원으로 일하다
sully 더럽히다, 변색시키다 molder 썩다, 붕괴하다
savor 맛, 풍미 jade 비취색, 옥색(=jade green)

fissure 갈라진[찢어진, 쪼개진] 틈[금]
60 parcel 꾸러미, 소포 97 estrangement 소원(疎遠), 이간, 불화 《from, between, with》;소외

perch 높은 지위, 편한 자리 extramarital 혼외(婚外)의;불륜의
sturdy 억센, 튼튼한 98 skirmish 작은 논쟁

61 ashtray 재떨이 99 corrugated 물결 모양의, 주름 잡힌, 골진
colognes 오드콜로뉴 (쾰른 화장수)
gaudy 화려한, 야한, 저속한 100 combustible 타기 쉬운, 가연성의, 흥분하기 쉬운
squid 오징어 102 patented 개인[그룹]에 의해 창안된[시작된], 개인[그룹]에 특징적인[독특한]
edible 먹을 수 있는, 식용에 알맞은 tandem in tandem (1) 앞뒤로 일렬이 되어 (2) (…와) 제휴하여 《with》

62 dim 어둑한, 어스레한 103 concordance 일치, 조화, 화합

flap 뚜껑 vigilant
경계하고 있는, 방심하지 않는, 주의깊게 지키는(watchful);조심성 있는(opp.
careless)

serene 침착한, 평온한 subversive 파괴하는, 타도하는, 멸망시키는 《of》
63 switchblade 칼날이 튀어 나오는 나이프 suburbia 교외 (주민)

fistfight 주먹다짐, 주먹싸움 104 meekly 순한, 유순한, 온순한
berate 몹시 꾸짖다 creche 고아원, 탁아소, 구유 속의 어린 예수상
intangible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막연한, 불가해한 108 quell 진압하다, 평정하다;정복하다, 억누르다, 가라앉히다
hurl 퍼붓다 112 corroboration 확실하게 함;확증;【법】 보강 증거
whacked 몹시 지친, 녹초가 된 instill 스며들게 하다, 서서히 가르쳐 주다 《into, in》

64 pantry 식료품 저장실 113 menstruation 월경; 월경 기간
65 deflect 생각등이 편향하다(시키다) jerk off 자위 행위를 하다; 빈둥거리다; 실수하다

recede 물러가다, 멀어지다 115 preempt 먼저 차지하다, 선취하다
66 veneer 단판, 널빤지 118 porcelain 자기(磁器)

shimmer 희미하게 반짝이다, 빛나다 119 self-embalming
embalm 향료·약품으로 처리하여 썩지 않게 보존하다, 미라로 만들다, 원히 잊
혀지지 않게 하다

67 cordovan 코도반 가죽 coddling 버릇없이[귀하게] 기르다, 약한 불로 삶다
nook 구석, 외딴 곳 browbeating 위협하다, 을러대다, 호통치다;위압하여 …하게 하다 《into》
camouflage 카무플라주, 위장 120 unguent 연고(軟膏)(ointment), 고약(salve)
slumber 자다, 편안히 자다, 선잠 자다 121 jiggle 가볍게 흔들다[흔들리다]

68 stunning 아연하게 하는, 기절시키는 circumspect 조심성 있는, 신중한
69 gape 쩍 벌어진 틈 124 anemic 빈혈(증)의

rigorous 엄한, 엄격한 tacky 초라한, 볼품 없는
regimental 규격화된, 통제된 130 contour 윤곽(outline), 외형, 외곽
akin 혈족의, 동족의

70 whimper 훌쩍훌쩍 울다, 흐느껴 울다 131 interborough adj. 자치도시간의, 2개 이상의 자치도시에 관한
71 threshold 문지방, 입구 132 bob v. ~을 가볍게 (톡)치다.

tug 당기다, 끌다 jab v. (권투) ~을 날쌔게 치다
grittily 견실하게 133 cluttered adj. 소란스러운
scamper 재빨리 달리다, 급히 사라지다, 질겁하여 달아나다 unorthodoxy n. 이교, 이단

72 coax 구슬리다, 달래다 colloquial adj. 구어체적인
catastrophic 대변동의, 파멸의, 비극적인 chuckle v. 낄낄웃다, 재미있어 하다

73 rancor 워한, 유감, 적의 parentage n. 혈통
74 filch 좀도둑질하다, 훔치다 134 graze v. ~을 스치고 지나가다
75 jigger 작은 컵 cadre n. (정당따위의)당원

grimace 얼굴을 찌푸림, 일부러 상을 찌푸림 emanate v. 발산하다, 나오다
attic 고미다락, 지붕밑 층 aglow adj. 붉게 빛나서, 벌겋게 달아서; 흥분하여

76 menace 협박, 위협, 공갈 pubescent adj. 사춘기의
77 broth 묽은 수프, 육즙 135 vanity n. 자랑거리

scallion 봄양파, 부추파 sundry adj. 잡다한, 여러가지의
spartan 엄격하고 간소한 ointment n. 화장크림
mackerel 고등어 tint v. (머리)를 염색하다
embroider 수놓다, 장식하다 gob n. 덩어리

78 dialect 방언, 지방사투리 foray n. 침략;        v. ~을 급습(습격)하다
plague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tenacity n. 단호함, 끈기
popsicle (가는 막대기에 얼린)아이스캔디 nubbly (=nubby) 마디(혹) 투성이의

79 iridescent 무지개와 같이 색이 변화하는;무지개 빛깔의, 진주빛의 136 rant v. 고함치다, 호통치다
80 in tandem 앞뒤로 일렬이 되어 resound v. ~을 소리높이 말하다(되풀이 하다)
81 mortuary 안실, 장례식장 lore n. 학문, 지식

cremate 화장하다, 소각하다 bulwark n. 방벽, 방파제; 보호자
catapult v. ~을 날리다 unassailable adj. 견고한, 부정할 수 없는, 논쟁(비판)의 여지가 없는
daikon n. 무 fan zine =zine   n.  (특정 연예인, 공상 과학 소설 등의)팬잡지
musky adj. 사향의, 사향냄새가 나는 softcore adj. (포르노 화, 잡지 따위가) 별로 노골적이 아닌
blithely adj. 즐겁게, 유쾌하게 162 schematics n.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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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t n. 경쾌함 163 junior high n. (美) 하급 고등학교(7~9학년;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
137 effeminate adj. 사내답지 못한 strangle v. ~을 목졸라 죽이다; ~을 억제(억압)하다; (제안)을 묵살하다

power broker n. (정계의)실세 gonad n. (해부) 생식선
brogan n. 단화 bellow v. (소 따위가) 큰 소리로 울다, 울부짖다; (~에게)고함을 지르다
oxford n. (발등을 끈으로 묶는)신사화 164 foregone adj. 이전의, 과거의(past); 이미 정해진, 기정의; 필연적인
wing tip n. 날개모양의 가죽장식이 코끝에 달린 구두 alma mater n. 모교, 출신교; 교가
patent-leather n. 에나멜 구두 snooker n. 스누커(흰 공을 쳐서 21개의 공을 포켓에 넣는 당구)
double-breasted adj. (상의에)두줄의 단추가 달린 165 stipend n. (목사,교사 등의) 봉급; (정기적인) 지급금, 수당
rakish adj. 멋진, 스마트한 string n. strings (美구어) 부대조건, 제한   a proposal with no strings attached
borough n. 자치구, 독립구 asshole n. 항문; 멍청이; 지긋지긋한 것(곳)
lanky adj. 마르고 홀쭉한 knuckle n. 손가락 관절(마디)
gnarled adj. 쭈굴쭈굴한, 울퉁불퉁한 166 vessel n. <성서> (어떤 정신적 특질을 담는 그릇으로 본)사람
bowleg n. 0자형 다리 167 neurotic n. 신경과민인 사람
wispy adj. 연약한(frail) 168 technocrat n. 전문가(기술자, 과학자) 출신 관리자(고급관료)

138 trickle v. 졸졸 흐르다 corner v. ~을 구석(모퉁이)에 놓다, ~을 구석에 몰아넣다; ~을 궁지에 몰아넣다
gait n. 걸음걸이 169 rookie n. 신병, 신출내기, 풋내기
unlimber adj. 유연하지 않은 shit n. 대변; 엉터리, 거짓말      not give a shit  조금도 신경쓰지 않다

139 vernacular adj. (언어가) 자기나라의 pummel =pommel   (주먹으로) ~을 연타하다, 연달아 치다

adjutant adj. 보조의 170 slick v. ~을 훌륭하게 만들다, ~을 매만지다
stridency n. 귀에 거슬림, 삐걱거림 graffiti n. graffito의 복수형, 낙서
underdog n. 패배자, 희생자 geek n. 괴짜,  (美) 샌님, 책벌레

140 trope n. 수사어구(은유, 반어따위) 171 hump n. (등에 생긴) 혹
iota adj. (부정문에서)조금, 미량
bear off v. ~을 이끌다 172 entrench  vt. <도시·진지 등을> 참호로 에워싸다
visage n. 용모 impede vt.운동등을 방해 하다

141 grit n. 근성 menial adj.시시한,지루한
sham n. 가짜, 속임수 tenor n.방침.방향,경향

anecdote n.일화,비화,기담
143 livery n. 제복, 조합복 173 spook n.유령,검둥이,첩보원

wok n. (금속제의)중국 요리 냄비 encumber vt.방해하다.훼방놓다.
seamstress n. 여자 재봉사 whittle vt. 베어내다.깍아내다
naturalization n. (외국인의) 귀화 dismantle vt.설비를 제거하다.
messianic adj. 열렬히 신앙하는 174 smatter v 아는체하고 이야기하다.
guerrilla n. 게릴라병, 유격대원 175 explicitly adv.명백히,명확하게

144 ale n. 맥주의 일종 doomed adj.운이 다한
schmaltz n. 감상적인 곡(작품) oblique adj.비스듬한,간접적인 완곡한
unctuous adj. 열정을 가장한; 말주변이 좋은 176 pundit n.현인,박식한 사람

146 harrow n. 제초기;        v. (감정)을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178 affably ad .사귀기 쉽게, 상냥하게.
147 brio n. 생기, 활기 legacy n.유물,흔적,유산

crabbed adj. 난해한, 알아보기 어려운 179 errant adj.편력하는,잘못된
148 buckle v. 구부러지다, 휘다; (권위, 공격에) 굴복하다 180 loot vt.약탈하다.강탈하다

hubris n. 오만, 자만; 도전 arson n.방화
150 hush v. ~을 조용하게 하다, 달래다, 가라앉히다 denounce vt.비난하다,고발하다

reverend n. 신부, 목사 181 prosecute vt.기소하다,수행하다 종사하다
151 imagery n. 초상, 화상; 비유적 묘사, 수사적 표현 attorney n.대리인,변호사

scuffle n. 난투 parallel adj.평행한,
153 concubine n. 첩, 내연의 처 suffocate vt.숨을 막다

penury n. 빈곤 182 jubilant adj.환호성을 올리며 좋아하는
154 sulfurous adj. 유황의 183 credential n.신임장

berate v. (남)을 (..의 일로)호되게 꾸짖다 185 adversary n.적, 반대자
cuff v. ~을 치다, 때리다 irk vt.지루하게하다

155 squeal v. 비명을 지르다 187 vigorous adj.정력적인,혈기왕성한
188 dominion n.지배,통치

prominent adj.현저한,두드러진

156 time-share
v. If you have a time-share, you have the right to use a particular
property as holiday accommodation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each grievance

n.불평,호소
sublet v. (빌린 것을)다시 빌려주다; (도급공사 따위)를 하도급 주다 arbitrate vt.중재하다
scam n. 사기 irredeemable adj.되살수 없는,불치의

plush
adj. If you describe something as plush, you mean that it is very smart,
comfortable, or expensive

dwindle
vt.점차 감소하다

157 blobby adj. 얼룩진, 뚜렷하지 않은
orchid n. 난초 189 marinate vt.고기를 절이다
layover n. 중단 190 cuisine n. 요리,요리법
wet-dream n. 몽정, 성몽 intercede vi.중재하다,사이로 가다
smolder v. 울적하다 192 acquisition n.습득,획득
voodoo n. 부두교(敎)(서인도 제도, 미국 남부의 주술 종교) comptroller n.회계은행의 감사관
stew 찌다, 스튜요리로 하다; ~에 안달나게 하다, 조바심나게 하다 193 callousness n.마비.무뎌짐

let a person stew    (자업자득이므로)(남)을 돕지 않고 두다 acquittal n.해제,변제
158 holler 소리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vanguard n.첨병,선두,선발대

gripe n. 불평, 푸념 196 unmolested adj.곤란받지 않는 평온한
kilter n. 양호한 상태 syntax n.구문,문장,배열
scald 가열하다, 열탕처리 하다 197 traitor n.반역자,매국노

159 siren n. <그리스 신화> 사이렌(半人半鳥의 바다요정,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렸다고 함)

camaraderie n.동지애,우정,우애
artificer n. 명장; 발명가 unscrupulous adj.사악한,비도덕적인
burgle =burglarize   v.  도둑질하다 flirt vi.시시덕거리다.장난삼아 연애하다

160 spade n. 가래, 삽 198 curtsy n.절 인사(약간 몸을 숙이는 여자의 인사)
in spades  단연코, 확실히; 솔직하게 novice n.풋내기,무경험자,

astride ~에 걸터앉아; ~의 양쪽에 199 reticence n.과묵,말수 적음
astride one's high horse  초연히, 의연하게 200 pretext n.구실,핑계

bray v. (나귀따위가) 시끄럽게 울다; (~이라고)고함치다 201 exasperate vt.성나게 하다.격분시키다.
lackey n. 하인, 종복 bestow vt.수여하다.증여하다

161 unto oneself adj. 독립하여, 독자적인 lurk vi.숨다.잠복하다
unassailable adj. 견고한, 부정할 수 없는, 논쟁(비판)의 여지가 없는 avert vt.외면하다.눈을 돌리다.

202 dissuade vt.단념시키다. sport v.장난치다, 놀리다, 과시하다, 자랑해보이다.
prerogative n 특권 adolescent adj.청춘기의, 미숙한, 풋내나는

steady v.견고하게하다. 침착하게하다,흔들리지않도록 붙잡다.
258 commendation n.(u)칭찬, 추천, 위탁, 위임 ©상, 상장

plaque n. 장식판, 기념 명판
203 heed vt.주의하다 memento n.기념물, 추억거리, 기념으로 남긴 물건

arcana arcanum의 복수형.비밀,신비 vulnerability n.(u)상하기쉬움, 비난받기쉬움, 약점, 취약성
invoke vt.빌다.긴잘히 기원하다 augur n.점쟁이 vt.vi.점치다, 예언하다, 전조가되다, 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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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ination n.경향,기질 slack adj.느슨한, 늘어진, 느린, 더딘, 기운 없는
aversion n.싫음.반감

204 fund raiser n.기금모금행사 259 canvasser n.선거따위의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prolific adj.다산의, 다작의 clamor n.외치는 소리, 소란, vi.와글와글 떠들다.vt.시끄럽게 말하다.
trigger n.방아쇠 260 vigilant adj.자지안고 지키는, 부단히 경계하고있는

205 placidly adv.평온하게,조용하게 intifada n.인티파데(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강 서안, 가자 지구)
slanty adj.비스듬한,간접적인 완곡한 communality n.(u)공도체적인 상태,(의견, 감정)따위의 공동체적인 일치, 조화
swagger vt.뽐내며걷다. 으스대다. 261 trundle n.작은바퀴 vt.굴리다, 회전시켜 나아가다. 밀다, 돌리다. Vi.구르다, 회전하다

206 preeminence n.발군,탁월 malice n.악의, 해할 마음. 원한
flank n옆구리,측면 262 gentry n.신사계급, 상류사회, 명문의 사람등,(口)무리, 패거리
crucible n.가혹한 시련, 용광로의 도가니 vellum n.송아지,새끼양 가죽의 고급 피지, 피지문서
squawky a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불쾌한 263 constituent

j 성 성
립자

207 agitate vt.흔들다,동요되다,선동하다 264 rampant adj.마구퍼지는, 무성한, 만연하는, 과격한, 성난, 맹렬한.
filch vt.좀도둑질 하다,쓱 훔치다. snub-nosed adj.사자코의, 총신이 짧은(권총 등), 끝이 뾰족하지 않은

209 fraction n.파편,조금,일부 265 infuser n.주입자 고취자
tattered adj. 넝마를 두른,옷이 해진 gushing adj.용솟음쳐 나오는, 과장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evasive adj.회의적인,애매한 bougainvillea n.부겐빌리아(빨간 꽃이피는 열대 식물)

210 bandanna n.홀치기염색의 대형 손수건 hurtle vi.부딪치다. 충돌하다.vt.세게던지다. 내던지다. 충돌시키다.
blunt adj.무딘,퉁명스러운 untenable adj.지킬수 없는, 옹호할 수 없는, 거주 할 수 없는
myriad n.무수.많음.adj.막대한,일만의 negligent adj.소홀한, 태만한, 부주의한, 무관심한
lore n.전승적 학문,지식 encumber vt.방해하다, 거치적거리게 하다.(빚,의무등을)지우다.(장애물로) 장소를 막다.
obliterate vt.제거하다,말소하다 concussive adj.충격을 주는, 진탕성의
coordinate n.동격자,대등한것 266 scrawl vt.vi.휘갈겨 쓰다. 갈겨 쓰다. 낙서하다.

councilman n.(미국의) 시의회 의원

212 impenetrable 꿰뚫을 수 없는;뚫고 들어갈 수 없는 fumble vi.더듬어 찾다. 만지작거리다, 주무르다. Vt.서투르게 다루다, 실수하다, 더듬어 ~
하다.

213 clove (백합·마늘 등의)  뿌리 raucous adj.목이 쉰, 쉰 목소리의, 귀에 거슬리는, adv. ~ly.
214 pungent (혀·코를) 톡 쏘는, 찌르는, 얼얼한 trample vt.짓밟다. 밟아 뭉개다. 무시하다.vi.쿵쿵거리며 걷다. 짓밟다,유린하다.
215 sulfites 아(亞)황산염 (화합물) untether vt. (동물의)맨 밧줄(사슬)을 풀다
220 commingle 혼합하다,뒤섞이다 roam 배회

lurking 숨어[잠복해] 있는 267 univocal adj.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한뜻밖에 없는, 뜻이 명료한.

223 decrepitude 노쇠(한 상태), 허약;노후(老朽) assimilist assimilate-vt.동화시키다에서 파생, assimilationism-인종족, 문화적으로 소수집
단에 대한 동화정책(파-ist)

obsolescence 쇠퇴;노폐(화), 노후(화);진부화;【기계】 구식화 redolent adj.향기로운, ~의 향기가나는, ~을 생각나게하는, 암시하는
227 fray 공포, 싸움. <천 등을> 닳게 하다 tentative adj.시험적인, 시험삼아 하는, 임시의, 주저하는 모호한. N. 시험, 가설, 시안
229 sternum  흉골(胸骨) stridently adv.귀에 거슬리게

268 orb n.구, 천체, 원, 안구, 눈,vt.공모양으로 하다. 둥글게하다.
232 blunt 무딘(opp. sharp). 퉁명스러운 diminish vt.줄이다, 감소시키다, 작게하다. Vi.감소하다. 작아지다.
233 slumber 자다(sleep), 편안히 자다 pliancy n.유연성 (pliability)
234 conflate 융합하다, 혼합하다 malcontent n. 불평가, (권력 체제에 대한)불평 분자, 반항가

conflagrate (불)타다 cavernous adj.동굴의, 동굴이 많은, 음푹 들어간(눈 따위)
ennui 권태, 따분함, 무료함(boredom) lilting lilt-vi.vt.쾌활한 가락으로 노래하다, 연주하다, 경쾌하게 움직이다.
supremacy 최고, 지고(至高), 최고위 scuffle n.격투, 난투,vi.난투하다.갈팡질팡하다, 허둥대다.

235 Esperanto 폴란드 사람 Zamenhof가 창안한 국제어 269 malice n.악의, 해할 마음. 원한
romp 뛰어놀다, 장난치며 놀다 270 bait n.미끼, 먹이, vt.미끼를 달다, 미끼로 꾀다, 유혹하다.
vigilant 잠을 안자고 지키는 slap n.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철썩 때리기vt.찰싹 때리다. (탁,털썩)놓다.

237 contagion 접촉 전염, 감염( veer vi.바람의 방향이 바뀌다.(의견,감정등이)바뀌다.vt.바꾸다.n.방향전환.
239 locomotive 기관차 271 servitude n.노예상태. 노역, 징역

fumble 손으로 더듬다, fathom n.길(1m83cm) vt.~의 깊이를 재다. 헤아리다, 통찰하다.
241 unassailable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chit n.청구 전표, 수표, 어음
244 pummel 주먹으로 연달아 때리다 272 realm n.왕국, 국토, 범위, 역

wince (아픔·무서움 때문에) 주춤하다 snoop vi.(수상하게)배회하다. 기웃거리며 보다. 콜콜히 캐다. Vt.훔치다. 슬쩍하다.
245 dauntless 겁없는, 불굴의 273 melancholy adj.우울, 울적함, 우울증, adj.우울한, 생각에 잠긴, 슬픈, 침울한.
249 rickety 관절이 약한, 허약한 274 strife n.투쟁, 다툼,싸움, 분쟁

ail vt.~을 괴롭히다. 고통주다. Vi.아픔을 느끼다, 앓다.n.괴로움, 고민, 병

250 annex
n. 부가물, 부록, (조약 등의) 첨부 서류; 별관, 증축 건물. vt 첨가하다; ( 토 따
위를) 합병하다

unflinching
adj.굽히지 않는, 단호한, 움츠리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wail 곡 275 cower vi.움츠러들다, 곱송그리다, 위축되다. 웅크리다.
epithet n.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구;별명, 통칭, 욕설, 형용어구 awed a경외심을 나타낸(가지고 있는)
interrogate vt.vi.질문하다, 심문(문초)하다. 276 honorific adj.존경의,경의를 표하는, 경칭의 n.경어,경칭
fume n.증기, 가스 연무, vi.연기가 나다. 그을다, 불김에 쐬다, 증발하다.
vigil n.1.철야,불침번,밤샘 2.쳘야기도 277 VSOP Very Superior(special) Old Pale : 브랜디의 특상급, 18-25년산

251 coroner n.검시관, 발굴물 indomitable adj.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지지않으려는
autopsy n.검시, 시체해부, 부검 funnel V (정력, 자금 정보등을) 집중하다, 쏟다
salvage n.해난구조, 난파선 화물 구조, 인양 vt.구조하다. 278 Evangelical adj. 복음(서)의, 복음전도의 // 신교 정통파(AmE) = Low Church(저교회파,BrE)
duct n. 관, 도관, 수송관 Episcopalian adj. 감독제도의 // n. 감독 교회 신도(eepiscopalian), 감독제(주교제) 주의자

252 crude adj.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생짜의, 초짜의, 미숙한, 솜씨없는 Methodist n. 감리교도
quell vt.억누르다, 가라앉히다, 진압하다. 소멸시키다, 280 hubris n. 오만; 자기 과신
notion n.관념,생각,이해력, 능력, 281 tug v. (세게) 당기다, 끌다(pull)(against, at)
vandal n.반달사람(게르만의 한민족) crawl v. (가만가만) 기어다가, 기다, 포복하다(creep) // crawl up : 밀리어 올라가다

addict
n.마약죽동자, 어떤습관에 탐닉하는사람, 열광적인 애호가, 지지자

revamp
v. 개조(개정, 혁신, 개혁, 쇄신)하다(AmE), (구두코)가죽을 갈다, 조각을 대어 깁
다, 수선하다(patch up)

254 sash n.(여성, 어린이용의)띠, 장식띠, 허리띠, 머리티, 터번 282 Honduran n. 온두라스 사람
255 heed vi.vt.조심(주의)하다. 마음에 두다. N. 주의, 유의 hoodlum n. (속어)불량자, 폭력단원, 깡패, 폭력배

parlance n.말투,어법,어조 mugger n. (뒤에서 습격하는)폭력강도, 표정을 과장하는 배우(코미디언)(AmE) // 인도악

tenement n.집, 건물, 주택, 셋방, 보유재산 diphthong n. 이중 모음, 복모음
vt.(무거운 것을)들어올리다. 끌어올리다. Vi.부풀다.올라가다. 높아지다. 283 implore v. 간청(탄원,애원)하다
n. 들어올림 char v. (불이 나무등을)숯으로 만들다, 까맣게 태우다.. 약간 굽다,태우다

256 bristle n.뻣뻣한털, vi.털을 곤두세우다, 꽉차다, 가득하다, 용기들을 불러일으키다. debris n. 부스러기, (파괴물의)파편, 잔해
284 conflation n. 융합(물), 이본 합성

preternatural adj. 초자연적인, 이상한(abnormal), 불가사의한 321 vapid 생기를 잃은, 김빠진
myriad n. (보통 a myriad of 또는 myriads of로)무수, 1만 polemic 논객

adj. 무수한, 막대한, 무수한 면을 가진, 1만의 322 verify 증명하다,조회하다
285 bestow vt. 주다, 수여하다, 증여하다(on) prostitute 창녀,매춘부

wade
vi. (개천등을)걸어서 건너다, 도섭하다,  (물.눈.노래.인파등을)고생하며 나아가다,
간신히 빠져나가다 // wade in - 여울(얕은 물)에 들어가다, 싸움(논쟁)에 참가하
다, 간섭하다

323 heed
주의하다

knee-deep adj. 무릎 깊이의, 열중하여, 깊이 빠져(in) prerogative 특권
kerosene n. 등유(AmE), 등불용 석유(BrE, paraffin(oil)) 324 monger 시시한 일을 퍼띄는 사람,..상인

286 chipper adj. 기운찬, 쾌활한, 상쾌한, 산뜻한, 강건한, 강인한 327 scallion 봄양파
faggot  =fagot n. 장작단 detention 저지,붙잡아둠

delirious
adj. 헛소리를 하는, 정신없이 흥분한, (일시적)정신 착란의(from, with), 제정신이
아닌(with)

328 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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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skate n. 구두쇠, 노랑이 (종종 you cheapskate로 호칭으로도 쓰임) retrospect 회상,회고,추억
287 appropriateness n. 횡령 splice 접합하다,꼬다,잇대다

appropriate vt. (공공물을)개인적으로 쓰다, 착복하다, 전유하다
adj. 적당한, 적절한 331 ouster n. 방축, 추방, 배제, 축출;【법】 불법 몰수

290 legitimate adj. 합법적인, 적법의, 적당한(lawful), 기존의 규칙(원칙, 기준)에 맞는 332 holler
vi. , vt. 고함지르다, 외치다 《at》;불평하다, 투덜대다;큰 소리로 …라고 말하다
[부르다]

vt. 합법으로 인정하다, 합법(정당)화하다 white trash 《경멸》미국 남부의 가난한 백인들;백인 전체
291 rhetorical adj. 수사(修辭)적인, 수사학의, 수사학상의, 웅변적인, 미사여구의 niggers 《경멸》 깜둥이

intestine n. (보통 복수)창자, 장,소장(small intestine), 대장(large intestine) gook
《미·속어》 오물, 때, 찌끼(guck) 점액(guck) 화장 《특히 두꺼운 화장》 바보;난폭
한 사람 ;싼 물건

adj. 내부의 체내의(internal); (적쟁등이)국내의 INS
【항공】 inertial navigation system;Information Network System;《미》
International News Service

333 foil
<상대방·계략 등을> 좌절시키다, 뒤엎다(baffle);《고어》 <공격을> 물리치다, 저지
하다

295 decrepit adj. 노쇠한, 쇠약해진, (건물등이)오래 써서 낡은, 노후화한 retool 《미·구어》 자기 변혁을 하다
xenophobe adj. n. 외국인(것)을 싫어하는 (사람) meager adj.빈약한, 결핍한, 야윈;불충분한;풍부하지 못한;부적격
vigilance n. 경계,조심,불침번,  (의학)각성(상태,활동), 불면증 335 forlorn  adj. 《문어》버림받은(forsaken), 외로운, 쓸쓸한, 비참한, 불쌍한, 의지할 곳 없는

297 cashew n. (식물)캐슈 , 캐슈열매 : cashew's nut squinting  adj.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jury rig v. 임시방편으로 세우다(가설하다) 336 asylum  n.(정신 박약자·고아·노인 등의) 보호 시설[수용소];《드물게》 정신병원
languorous adj. 나른한, 노곤한, 피곤한, 지리한, 울적한 trickster n. 사기꾼;책략가;요술쟁이
forlorn adj. 버림받은(forsake), 외로운, 쓸쓸한, 비참한, 불쌍한, 의지할 곳 없는 patois n .사투리, 방언 ; (특정 집단의) 은어
stanza n. (운율) 절, 연, (권투속어)라운드, (야구)이닝, (미식축구)쿼터 337 stilted adj. 형식적인, 과장한, 뽐내는

pew
n. (교회의)신도 좌석, (등받이 있는 긴 의자)걸상,  family pew : 가족석(교회의)
take a pew : 착석하다, 앉다

cringe
 vi.1 (겁이 나서) 움씰하다(cower) 2 굽실거리다 ;알랑거리다 3 《구어》 싫증이 나
다, 진력나다

bout n. (권투 등의)한판 승부, 일시적인 기간, 한차례의 일 hurtling  vi.<돌·화살·열차 등이> 휙 소리 내며 (날아) 가다, 돌진하다;<소리 등이> 울려

298 tenant n. (토지, 가옥등의) 차용자, 소작인, 거주자, 주민(of) volley  n.(화살·탄환 등의) 일제 사격
301 eulogize vt. 찬양하다, 칭송하다 339 snort  vi. (경멸·놀라움·불찬성 등으로) 콧방귀 뀌다[코웃음 치다]

fanatic n. 광신자, 열광자(특히 종교적,정치적인) trudge vi. , vt. 터덕터덕[터벅터벅] 걷다
302 mullion vt. ~에 중간 문설주를 달다   n. (창문의)중간 세로 틀, 중간 문설주 340 exuberant adv. 은밀히, 살며시

balustrade n. (계단의)난간 dissipate
vt.<구름·안개 등을> 흩뜨리다;<슬픔·공포 등을> 없애다<시간·재산 등을> 낭비
하다, 탕진하다

apse n. (건축) 후진(後陣, 교회당 동쪽 끝에 내민 부분) squad n. (같은 일에 종사하는 적은 인원의) 대(隊), 단, 팀
genteel adj. 가문이 좋은, 지체있는 집안에 태어난, 품위 있는, 우아한 341 shove vt. (난폭하게) 밀다, 떼밀다, 밀치다;밀어내다[제치다]
roughhewn adj. 대충 깎은, 대충 만든, 투박한, 교향 없는, 버릇없는 343 shield vt.보호하다;…을 방패로 막다;감싸다
earthenware n. 질그릇, 오지그릇, (도자기를 만드는)점토
scrupulous adj. 양심적인, 지조 있는, 성실한, 꼼꼼한, 세심한, 정확한 344 chorale n. 《미》 교회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합창단

303 balk vt.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기회를)놓치다, (의무화제를)피하다 monger n. (시시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
staffer n. 직원(부원,국원, AmE), 편집부원 theatrical adj. <말과 행동이> 연극조의, 과장된, 일부러 꾸미는

304 mythic adj. 신화의, 신화적인, 상상의, 가공의 tenement n. 주택, 건물, 집
savvy vt. (속어)알다, 이해하다 grunt vi. <돼지가> 꿀꿀거리다;<사람이> 툴툴거리다, 불평하다
throng n. 군중, 다수, 많은 것의 집합 lingering adj. 질질 끄는, 우물쭈물하는

vi. 떼를 지어 모이다, 우글거리다 345 buckwheat n. 메밀;메밀 가루
renown n. 명성, 명명 stray off vi.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일행에서 처지다[탈락하다];헤매다, 방황하다
sonorous adj. 울리는, 울려 퍼지는, (소리가)큰, 반향하는, (문체,연설등이)격조 높은, 당당 serendipity n.우연히 발견하는 능력

305 awning n. 차일, 차양, (갑판위의)천막(canvas shelter) 346 awnings n.차일, 차양, (갑판 위의) 천막(canvas shelter)
306 accede vi. (제의,요구등에)동의하다, 응하다 thump vt.(주먹·막대기 등으로) 탁[딱, 쾅] 치다[때리다];부딪치다

ornate adj. 화려하게 장식한, 잘꾸민, (문체가)화려한 propped vt. 받치다, 버티다;지주[버팀목]를 대다[괴다]
pixie n. 꼬마 요정(sprite), (=pixy) adj. 꼬마 요정의 realtor n. 《미》 부동산업자

307 grunt vi. (돼지가)꿀꿀거리다, (사람이)툴툴거리다, 불평하다 parlor n.《미》 …점(店), 업실, 촬 실, 진찰실, 시술실
vt.으르렁거리듯 말하다(out) 347 akimbo adv. 손을 허리에 대고 팔꿈치를 양 옆으로 펴고

contrive vt. 고안하다, 연구하다, 꾸미다, (나쁜 일을) 획책하다 ladle vt.국자로 뜨다, 푸다(scoop);떠내다
pluck vt. 잡아뜯다(pick), 잡아당기다, 348 awl n. (구두 직공 등의) 송곳

308 straddle vi. 두 발을 벌리다, 두 발로 버티다, 불규칙하게 퍼지다, 기회를 엿보다 gig 《미·속어》 n. (학교·군대 등의) 과실 보고, 벌점
chaste adj. (여성이)순결한, 정숙한, 동정의, (종교적으로)동신을 맹세한 buck-toothed n. 뻐드렁니

309 mottle n. 반점, 얼룩, 반점무늬 puppets n. 꼭두각시;괴뢰, 앞잡이;작은 인형
vt. ~에 반점을 붙이다, 얼룩덜룩하게 하다 gobble vt. 게걸스럽게 먹다[삼키다]

stumble vi. 발부리가 걸리다, 채어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며 걷다 cower vi. (추위·공포 등으로) 움츠리다;위축되다
crumple vt. (뭉쳐)구기다, 구김살투성이로 만들다, (상대편을)압도하다 349 slay vt. 《미·속어》 강한 인상[ 향]을 주다;몹시 웃기다, 포복절도하게 만들다

vi. 구겨지다, 구김살투성이가 되다, 무너지나, (지쳐서)늘어지다 subdue vt. <빛깔·소리·태도·통증 등을> 누그러지게 하다, 완화하다, 약화시키다, 경감하

310 wobbly adj. 흔들거리는, 동요하는, 불안정한, 줏대없는, 주견이 없는
311 strum vt. (현악기를)가볍에 타다, (곡을)타다, 퉁기다

vi.(현악기를)가볍게 연주하다

314 sewer 하수도
clog 막다,방해하다

315 consumptive 소모성의
redolence 향기
fumble 손으로 더듬다

317 bicker 말다툼 하다
flirt 시시덕 대다

318 courier 경호,배달원
319 rigidly 딱딱하게,단단하게

Twenty

Nineteen

Twenty-Two

Twenth-Three

만든이들
디새,라브리스,하급인생,뷰리벨,백억짜리,꾸미꿈,퍼플네코,아톰



� 정식� 출간된�영어�원서별�단어장,� 「원서�읽는�단어장�시리즈」를�만나보세요!

 
▶�책�보러�가기� (클릭)� ◀

「원서�읽는�단어장」� 시리즈는...
영어원서�독자들이�보다�쉽고�재미있게�원서를�읽을�수�있도록� 도와주는,�원서�읽기의�최고의�친구입니다!

▶�원서에�나온�어휘들�완벽�정리! ▶� Comprehension� Quiz와� 다양한� Activity!

�원서�읽는�단어장�수익금의�일부는�불우한�환경의�어린이들에게�영어�도서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월드비전�가정�개발�사업에�기부)

http://book.interpark.com/display/collectlist.do?_method=ListSeriesBook&sc.seriesNo=8808&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series

	100_Native Speaker.pdf
	100_Native Speaker_단어장.pdf
	파일3_카페단어장뒷표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