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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cure (잔디등을) 가지런히 깍다 1장

*yew 주목(묘지상록수)

*surmount  --위에 놓다 ; 오르다

subjugate 복종시키다 정복하다

eschew 피하다 삼가하다

*profess 공언하다 고백하다

*bearing 태도 ; 방향 ; 출산

deadpan 무표정한 얼굴

*canker 암 악성종양

impassioned 감동적인 열정적인

**skim 위의 찌기를 걷어내다 2장

desiccate 건조시키다 말리다

mulch 까는 짚

upsurge 솟구쳐오르다

**occasion(v)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attest 증명하다 입증하다

breadwinner 가정의 벌이하는 사람

*reserved 내성적인 말이없는

estrangement 소원 소외 이간

obituary 사망기사 사망광고

*feud 불화 반목 싸움

be tipped to  --라고 예상되다

*trout 송어

dish the dirt 험담하다 나쁜소문내다

tantalize 감질나게 하다 애먹이다

from the word go 처음부터 

address (남)을 부르다 ; 검토하다 3장

rucksack 배낭

claptrap 허튼수작 술책

appearance (pl) 상황 형세

**harbor(v) 숨기다 피난처를 제공하다

torn between  --사이에서 망설이다

mauve 담자색의

*grapple 붙잡다 파악하다

unwieldy 다루기 힘든 

**chum 단짝 동료

catch-up 뒤처진것 만회하기 4장

hubbub 왁자지껄 소동

good and proper 철저하게 지독하게

pristine 청결한 ; 원시시대의

specky 안경을 낀

git 얼간이

scupper (계획을)망쳐놓다

*decoy 미끼 유인 유혹

hank 다발 묶음

vice versa 반대로 거꾸로

doppelganger 살아 있는 사람의 유령



*paramount 최고의 탁월한

throttle(n) 조절판 ; 목을 조르다

*exhaust(n) 배기장치 배기가스

*impetus 추진력 관성력

**lap(v) 감싸다 소중히 키우다

contraption 기구 기계 5장

**haughty 오만한 건방진

*staunch(v) (물,피)의 흐름을 막다

perfunctory 형식적인 피사적인

*consummate(a) 숙련된 원숙한 완전한

*aloft 위에 높이

*dispel 쫓아내다 일소하다

beleaguer 포위하다 에워싸다

coaxingly 살살 달래면서

drawn-out 오래 끄는  지루한

assuage 누그러뜨리다 진정시키다 6장

scullery 씽크대

mangle(n) 세탁물탈수기

cutlery 나이프 포크

*seclude 분리하다 격리하다

work surface 조리대

gaskin 가스램프

get away 도망치다 벗어나다 떠나다

**tidy(v) 말금히 치우다 정돈하다

syllabary 음절문자표

**drains(n) 도랑 하수구 

*interpose 말참견하다 끼워넣다

foolproof 절대로 확실한 7장

*deem 생각하다 간주하다

*spruce 모양내다 멋부리다

contingent 불쑥불쑥 우발적인

*caper 뛰어돌아다니다

transpire 밝혀지다 ; 증발하다

*revel 매우 기뻐하다 ; 술잔치

rueful 애처로운 가엾은

scraggy 수척한 마른

gate-crash 초대장없이 불쑥 들어가다

*pretext 핑계 구실

keepsake 유품 기념품

icing 설탕장식  당의(설탕옷)

ingrain 깊이 뿌리박히게 하다(습관)  ; 염색하다

**oblige(vi) 즐겁게 하다 기꺼이 해 주다

*inflection 굽음 굴곡 

damper 흥을 깨다 ; 악평 헐뜯기

be the double of  --와 꼭 같다. 닮다 8장

*camouflage 위장하다 속이다

cravat 넥타이



candyfloss 솜사탕

flamingo 홍학

loopy 머리가 돈 , 미친

noncommital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

jittery 신경과민의

cop 잡다(범인, 테이블등)

pugnacious 싸움하기 좋아하는

*provocation 성나게 함 도발

midge 작은 벌레 곤충

*improvise 즉석에서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revelry 술마시고 떠들기

contained 자제하고 있는 침착한

*dandelion 민들레

steamroller 끝까지 밀고 나가다 압도하다

brawl 대소동  말다툼

*recitation 자세히 이야기함 ; 낭독

**cuckoo 미친사람  ;  뻐꾸기

lynx 살쾡이

**ditch(v) 버리다 9장

*ginger 붉은 머리카락 ; 황갈색

selfsame 꼭 같은 동일한

on one's own 혼자서 ; 자력으로

*writhe 몸부림치다 몸을 비틀다

brand 강한 인상을 주다 낙인을 찍다

*gallantry 용감 용기 10장

a fit of (feeling)  --한 감정이 폭발하여

backdrop 배경막

give oneself away 정체를 들어내다

crest 문장(장식)

*salvage 폐물을 이용하다 ; 구조하다

**outfit 의복 겉모습 ; 여행용품 장비

riddance 제거 쫓아버림

*repulse 거절하다 쫓아버리다

**bribe 뇌물 11장

stake out 감시하다 미행하다

coup 쿠테타 

masterstroke 훌륭한 조치

obligatory 의무적인 필수의

in the thick of (싸움 전쟁) 한창 치열할때

have it coming to 당연한 보응을 받다

take in 이해하다 기억하다

bleeding(adv) (영국속어) 몹시 형편없이

*stink of sth  --한 냄새(악취)가 난다

*vigil 불침번 철야 12장

*burnish 닦다 광을 내다

take it in turns 교대로 하다 

bravado 허세  허장성세



***train(v) on sth 겨누다 조준하다 가리키다

fire door 방화문 아궁이

flyaway 바람에 나부끼는 

**scout 정찰하다 수색하다

heliotrope 연보라빛

puddle 웅덩이 뒤범벅

bum(body) (영국속어) 엉덩이 

gravelly 귀에 거슬리는 ; 자갈이 많은

brutish 야만적인 잔인한

*interim 임시방편  잠정조치

judder 심하게 진동하다

*petal 꽃잎 13장

*drapery 주름이 있는 휘장

beribboned 리본으로 꾸민

frisk 껑충껑충 뛰어다니다

detonate 폭발시키다 

**tease(hair) 머리털을 세워 올리다

anthill 개미탑(분주한 거리)

party to -- 가담자 공범

**brush with 충돌 가벼운접촉

clear of --  --을 피하다 떨어지다

claustrophobic 폐쇄공포증

balustrade 난간

questionnaire 질문서

credential 증명서 신임장

glade 숲속빈터 14장

*daunt 위압하다 주춤하게하다

billycan 양철 주전자

truss 다발로 묶다 매다

drop down 웅크리다 엎드리다

slat 얇은 널판지조각 

with a proviso  --하는 조건으로 15장

*sustenance 음식 먹을것

consternation 당황 놀람

bear up 잘 견디다 잘 이겨내다

dour 뚱한  뾰로통한

litany 장황한 이야기

*cove 골짜기 협곡

*perverse 성미가 꼬인  심술궃은

tune in to sth  --로 채널을 돌리다

*pike 창(꼬지)

guttural 목구멍의 

**mellow 달콤한  부드러운

befitting 어울리는 적합한

the-say-so 허가 허락

blindfold 눈가리개를 하다

imbibing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spit it out 솔직히 말하다 자백하다

**hollow(n) 계곡 구멍 ; 속이 빈 16장

*cudgel 곤봉 몽둥이

venerate 존경하다

*scant 불충분한 부족한

loch 호수 

hamlet 작은 마을 부락

in the person of  --라는 이름을 빌어

in the offing 가까운 장래에 

go the whole hog 철저하게 하다

*granite 화강암  

irrelevant 관계없는  부적절한

illegible 읽기 어려운

molder(v) 썩다 허물어지다

*eddy 소용돌이 17장

*sanguine 쾌활한 희망찬

no chance 그럴 가능성은 없다

mottle 얼룩덜룩하게 하다

mildew 곰팡이가 나다

fetid 악취가 나는

tawdry 야한  번쩍거리는

trappings 장식품

pram 유모차

**stomach(v) 참다(부정문)

sidekick 단짝 동료 18장

nugget 덩어리(금속 정보)

string together 엮어서 완성하다

turn a blind eye 보고도 못 본 체하다

embodiment 화신 

*atrocity 잔학행위 흉악한 행위

doe 암사슴  암토끼 19장

part company with  --와 헤어지다 갈라지다

recuperate 회복하다 

carapace 게딱지 거북딱지

*leaven 부풀리다 발효시키다

**lap(water) (물결이) 찰싹찰싹 밀려오다

windpipe 기관지 

*wield 휘두르다

malediction 저주 악담

snatcher 인신매매범 시체도둑

upswing 발전 상승 향상 20장

scoure 찾아다니다 구하려 헤매다

search me 난 몰라

run out on sb  --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다

condescend 겸손하게 굴다 자신을 낮추다

covert 은밀한  암암리의

deign 황송하게도 -- 하다



*vantage 유리한 위치(지위)

rook 까마귀

dirigible 비행선

plum 서양자두

dapper 단정한 말쑥한

querulous 불평하는 성을 잘 내는

cog 톱니바퀴 ; 하찮은 조직원

**offspring 자식 후예

workbench 작업대

fetching (구어)끝내주네 아주 좋네

**immediate 당면한 현재의  바로 이웃의

knucklehead 돌대가리 바보 21장

**fashion(v)  --을 만들다

*airy 가벼운 경쾌한

pedantical 아는 체하는

kid oneself 착각하다 자만하다

chug 칙칙 소리를 내다

no deal 안 돼 , 싫어

*volley 일제폭발 일제사격

supple 유연하게 되다 22장

**tap(water) 마개(수도꼭지)를 빼다

carry away(feeling) 매우 흥분하다 화가 나다

unassailable 난공불락의 

galvanize 전기를 통하다  활기를 띠다

pester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emulate 본받아 열심히 하다

erstwhile 이전의  옛날의

give an edge 우선권(우위)을 주다

elusive 교묘히 빠져나오다

excruciating 참기 어려운 몹시 괴로운 23장

*truant 무단 결석자

hobnail 징을 박다(구두에)

infinitesimal 극소량 극미량

gutless 용기없는 겁많은

acclimatize 새 풍토에 익숙해지다

contort 비틀리다 구부리다

capitulation 항복

get the guts 배짱이 있다

run sb through 칼로 찌르다

whisk 휙 사라지다 휙 움직이다

welt 매질한 자국

*swarthy 가무잡잡한

*reap 보답을 받다 수확하다

*supplication 탄원 애원

subsume 포함하다 담다 24장

**stately 당당한 위엄있는

truculent 공격적인 



rancorous 원한에 사무친

slanting eye 치켜 올라간 눈

slantwise 비스듬히

*lore 전설 민간전승

**yield(pain)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

birthright 장자 상속권

heady 흥분시키는 ; 술이 빨리 취하는

at odds with sth  --와 어울리지 않는 25장

skate over  --을 피하다 경시하다

underhanded 은밀한 음흉한

scarper 도망치다 내빼다

gift-wrap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oblige sb by ing  -- 해 주시겠습니까?

in the making 제작중에 진행중에

voluble 수다스러운 말 잘하는

renege on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gloss over (실수를) 얼버무리다 26장

*expedient(n) 임기응변  수단

skulduggery 속임수 야바위

pick sb's brain  --의 지혜를 빌리다

***shoot(plant) 새싹 발아

hangdog 풀이 죽은 처량한

subservient 비굴한 복종하는

piggyback 목말 타고

livery 제복(차림)

repository 창고 저장소

***mean 의도(작정 계획)하다

stalactite 종유석

*deluge 대홍수  범람

flaky 벗겨지기 쉬운  조각의

incarceration 투옥  감금

*anvil 모루

skewer 꼬챙이  구이꼬치

astride 걸터앉다 

***cover(n) 피난처 숨는곳

**windmill 풍차 27장

**divine(v) 점치다 예언하다

ignominy 치욕 불명예

modicum 소량 

caterwaul 발정기의 고양이 울음소리

traffick 마약거래(밀거래) 하다 28장

sideline(work) 부업 

*surfeit 과식 과음

set sb on sb  --를 시켜서 덮치다

*bastard 개자식 ; 서자

put paid to sth (계획등을) 망치다



take a backseat 뒷전으로 밀려나다

whip up (관심 지지)등을 일으키다

occlude 막다 메우다

diadem 왕관 29장

smart mouth 입 바른 소리

mouthy 수다스러운

come down on sb 벌을 주다 비난하다

be down to  --의 덕분이다 책임이다

*loophole 문구멍 엿보는 구멍

*hammock 달아맨 그물침대

disinterer 파내다 발굴하다

**natural(man) 천부적인  타고난

*** a lead 문제해결의 실마리

circlet 작은 고리(장식용)

beyond measure 측정할 수 없는

skint 알거지 무일푼

for all one is worth 전력을 다해서 30장

besom 막 굴러먹은 계집(욕)

garn 헛소리하지마

*genteel 품위있는 고상한

whelp 꼬마 새끼

ineptitude 어리석은 행동 언행

*outlaw 무법자 추방자

*snowball(v) 눈덩이처럼 커지다

overbalance 균형을 잃다

look to sb to do  --가 --하기를 기대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보강하다 31장

*dormant 잠자는 동면하는

**futile 쓸데없는 하찮은

sibling 형제 자매

*composure 침착 냉정

perfidy 배신 배반

**spurn 퇴짜놓다 

penitence 회개 참회

worm sth out of sb (비밀등) 교묘히 캐내다

cursory 서두르는 

***sail(move) 미끄러지듯이 날다

effigy 상 석상

ruff 높은 주름 칼라

*breech 짧은 바지

shrapnel 포탄의 파편

*ransom 몸값을 치르다 속죄하다

*deteriorate 악화되다 타락하다

furor 흥분 열광 소음

*hawthorn 산사나무

bulwark 방벽 보루

sentient 지각이 있는



raptor 맹금

contraband 금지품 밀수품

maw 밥통(위장) 입

cavalcade 기마대

sea urchin 성게

*masonry 석조건축물 32장

tuber 괴경  결절 돌기

*improbable 사실같지 않은 거짓말같은

onslaught 맹공격 습격

gargantuan 거대한 

bring up short 갑자기 세우다

*terrier 테리어개

*bark(wood) 나무껍질(을 벗기다)

sibilant 쉬쉬 소리를 내는

***seek(문어체)  --을 하려고 노력하다

***charge(move) 돌격하다 33장

**oyster 굴(조개)

**swing(n) 그네 ; 흔들림

tag(play) 술래잡기

strike a figure 인상을 남기다

brimful 넘칠 듯한

disparage 깔보다 얕보다

***trip(v) 걸려 넘어지게 하다

toerag 거지

stricture on sth  --에 대한 비난 혹평

engaging 매력적인 

*stricken 괴로워하는 ; 맞은(탄환)

curio 골동품

cuttlebone 오징어뼈

epitaph 비문 묘비명

give sb one's word 맹세하다 보증하다

*tavern 선술집 여인숙

sb's mind is going 정신이 흐려지다 

*valor 용기 용맹

*mishap 불운 재난

chip away at 조금씩 잘라내다 벗겨내다 34장

incontrovertible 논쟁의 여지가 없는

*smother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grub(n) 구더기 굼벵이

head case 괴짜 정신병자

indecent 추잡한 상스러운 35장

immoderate 무절제한 절도없는

*fleeting 쏜살같은 ; 덧없는

proof  --에 견디는  저항할 수 있는

*scruple 양심의 가책 

thrust upon sb  --에게 강요하다

**mantle (권위의 상징으로) 옷



floppy 축처진 느슨한 36장

*din 소음 

**stock(man) 혈통 가문

silkiness 부드러움(비단같은)

reinforcements 지원군(pl) 보급품

cleaver 식칼 

**fold(war) 물러서다 항복하다

**lieutenant 부관  중위 소위

pull the strings 배후에서 조종하다

unerring 틀림없는 확실한

bereaved 유족  사별한 가족

stick with 함께 있다 

*tearful 눈물젖은 에필로그

capitalize on sth  --를 기회로 이용하다

*discourse 이야기하다 

under sb's breath 소곤소곤  숨죽이고

divest 벗어버리다 내던지다

quick(slow) off the mark 행동(스타트)이 빠르다(느리다)

tread on a person's toes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b (초면인 사람과) (교제 회화)를 시작하다

to all intents and purposes 사실상   실제로는

keep one's temper in check 성질을 참다

sb's heart skips into sb's mouth 심장이 멈출듯이 놀라다 흥분하다

under(on) the pretense of  --를 구실(핑계)삼아

keep your trap shut (Shut your trap) 입 닥쳐

be damned to sth  --는 엿이나 먹어라(저주 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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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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