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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발음 요약뜻

agitate ǽdƷitèit 흔들다, 선동하다, 교란하다   

agitated ǽdƷitèitid 흥분한, 동요한   

albatross ǽlbətrɔ́ːs, -trɑ̀s 1 신천옹, 앨버트로스, 걱정거리  2 장애, 제약   

alignment əláinmənt 1 일직선, 정렬(整列)  2 정돈, 계열, 제휴  3 조정, 앞바퀴 조정   

alimony ǽləmòuni 별거 수당, 부양   

anthem ǽnθəm 성가   

appalling əpɔ́ːliŋ 소름 끼치는   

bastille bæstíːl 1 바스티유감옥, 감옥  2 방어탑   

beady bíːdi 1 구슬 같은, 구슬로 장식한  2 거품이 이는   

beadyeyed -àid 작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beeper bíːpər 신호 발신 장치, 무선 호출 기   

bin bín 큰 상자   

blare blέər 1 울려 퍼지다, 쾅쾅 울리다  2 크게 울리다, 큰 소리로 외치다   

bleacher blíːtʃər 1 마전장이, 표백업자, 표백제  2 지붕 없는 관람석   

blurt blə́ːr t 1 불쑥말하다, 무심결에 누설하다  2 불쑥 말을 꺼냄   

blush blʌ́ʃ 1 얼굴을 붉히다  2 얼굴을 붉힘   

boulevard búləvɑ̀ːr d, búː- 넓은 가로수길   

breed bríːd 1 낳다, 사육하다  2 새끼를 낳다  3 품종   

breezeway -wèi 지붕 있는 통로   

budge bʌ́dƷ 움직이기 시작하다   

buffet bʌ́fit 1 타격  2 치다   

bum bʌ́m 1 부랑자, 게으름뱅이, 룸펜  2 술고래, 방탕  3 열중하는 사람, …광   

bundle bʌ́ndl 묶음   

bundle up to dress in warm clothes

burrito bəríːtou 부리토   

carton kɑ́ːr tn 큰 상자, 판지 상자, 큰 판지 상자 (소형·중형의 상자는   

cattle kǽtl 소   

chip tʃíp 1 조각, 토막  2 잘게 썰다   

chip away (나무·돌 등을) 조금씩 깎아 내다

chug tʃʌ́ɡ 1 칙칙폭폭 하는 소리  2 물속에서 천천히 나아가다   

cleat klíːt 1 쐐기모양의고정구(固定具)  2 밧줄 걸이에 잡아 매다   

cockroach kɑ́kròutʃ 바퀴   

companion kəmpǽnjən 동료   

compulsory kəmpʌ́lsəri 강제적인   



  

  

 

 

coop sb/sth up to keep a person or an animal inside a building or in a small space

copper kɑ́pər 구리, 동전   

coronary kɔ́ːrənèri, kɑ́r- 1 관상(冠狀)의, 심장의  2 관 모양의, 관의  3 심장 발작, 관상 동맥 혈전   

cottage kɑ́tidƷ 시골집, 작은 집   

cough kɔ́ːf, kɑ́f 1 기침하다  2 기침

crease kríːs 1 접은자국, 주름  2 큰구김살, 투수의 한계선  3 주름을 잡다   

crosscountry -kʌ̀ntri 1 산야를 횡단하는, 나라 끝에서 끝까지의  2 크로스컨트리 경기   

crummy krʌ́mi 1 지저분한, 하찮은, 싸구려의  2 몸이 쾌하지 못한  3 차장칸   

curse kə́ːr s 1 저주하다, 욕지거리하다  2 저주, 저주의 말   

custody kʌ́stədi 보관, 보호   

cutoff kʌ́tɔ́ːf 1 절단, 차단, 분리  2 결산일, 마감날, 확정 범위  3 지름길, 출구   

Decaf díːkæ̀f 카페인을 제거한   

detour díːtuər , ditúər 1 우회(迂回), 에움길, 우회로(路)  2 돌아서 가다   

dignity díɡnəti 존엄   

dingo díŋɡou 1 딩고 배반자, 비겁자  2 겁쟁이처럼 행동하다   

discreet diskríː t 사려있는   

docktailed -tèild 꼬리를 자른   

dodge dɑ́dƷ 1 피하다  2 몸을 홱 피하다   

doggy dɔ́ːɡi, dɑ́ɡi 1 개의, 개를좋아하는  2 젠체하는, 멋 부리는  3 가치 없는, 변변찮은   

doze dóuz 꾸벅꾸벅 졸다   

dread dréd 1 무서워하다  2 공포   

drip dríp 똑똑 떨어지기, 듣는 방울   

equation ikwéiƷən, -ʃən 동등하게 함   

errand érənd 심부름   

exhilarating iɡzílərèitiŋ 기분을 돋우는, 상쾌한   

exhilaration iɡzìləréiʃən 1 기분을돋움, 유쾌한 기분, 들뜸  2 흥분   

fairway -wèi 항로, 안전한 뱃길, 페어웨이   

fella félə →fellow(사나이, 사람, 소년  ) 

ferment fərmént 발효시키다   

flashy flǽʃi 일시적으로 화려한   

flirt flə́ːr t 장난삼아 연애하다   

foghorn fɔ́ːɡhɔ́ːr n, fɑ́ɡ- 농무 경적(濃霧警笛  ) 

fussy fʌ́si 야단법석하는   

gain on …에 접근하다, 추격하다

generic dƷənérik 1 속의, 속에 특유한  2 일반적인, 포괄적인, 총칭적인  3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genial dƷíːnjəl, -niəl 정다운, 온화한   

gopher ɡóufər 뒤쥐, 땅다람쥐 (북미 초원산(産  )) 

graciously ɡréiʃəsli 우아하게   

graffito ɡrəfíːtou 고적의 기둥·벽을 긁어서 그려 놓은 그림   

grit ɡrít 1 잔모래, 왕모래  2 자갈, 거친 가루  3 석질(石質), 사암(砂岩)의 일종   

gunnysack ɡʌ́nisæ̀k 굵은 삼베 자루   

harness hɑ́ːr nis 1 마구  2 마구를 채우다   

haunt hɔ́ːnt, hɑ́ːnt 자주 가다, …에 출몰하다   

heeler híːlər 뒤축을 대는 직공   

herd hə́ːr d 가축의 떼, 무리   

hindquarter háindkwɔ́ːr tər 뒤쪽 4분의 1, 뒷다리와 궁둥이   

hyphenated háifənèitid 하이픈으로 연결한   

immortalize imɔ́ːr tə làiz 불멸하게 하다, 영원성을 부여하다   

inquiry inkwáiə ri, ínkwəri 연구, 조사   

invitational ìnvətéiʃənl 1 초대받은 선수만이 참가하는  2 초대 선수 경기회   

iodine áiədàin, -din 요오드, 옥소, 요오드팅크   

jailer dƷéilər 교도관   

joint custody 공동 보호   

kelp kélp 켈프 (다시마 등의 대형 갈조(褐藻  )) 

knot nɑ́t 1 매듭, 무리  2 매다

lad lǽd 젊은이, 소년   

landlady lǽndlèidi 안주인   

landlord lǽndlɔ́ːr d 주인, 집주인, 지주   

lane léin 좁은 길   

lap lǽp 1 무릎  2 겹치게하다

Laundromat lɔ́ːndrəmæ̀t, lɑ́ːn- 자동 세탁기·건조기   

limber límbər 1 나긋나긋한, 유연한, 경쾌한  2 융통성 있는  3 유연하게 하다   

linoleum linóuliəm 리놀륨   

lug lʌ́ɡ 힘껏 끌어당기다, 질질 끌다, 억지로 데리고 가다   

lull lʌ́l 1 달래다  2 진정, 잠잠함

lumber lʌ́mbər 잡동사니, 재목   

Marigold mǽriɡòuld 1 여자 이름, 천수국, 만수국  2 금잔화   

mariner mǽrənər 선원   

maturity mətʃúə rəti, -tj úə r- 성숙   

mesh méʃ 그물코   



 

  

midday míddèi, -́-́ 정오   

mildew míldj ùː 1 흰곰팡이, 흰가루병  2 버짐병  3 흰곰팡이가 피다, 흰가루병에 걸리다   

miler máilər 1마일 경주 선수   

mottle mɑ́tl 1 반점, 얼룩  2 반점 무늬, 반문(斑紋)  3 …에 반점을 붙이다   

muzzle mʌ́zl 총구, 주둥이   

nag nǽɡ 성가시게 잔소리하다   

national anthem 국가(國歌  ) 

native néitiv 1 출생지의, 타고난  2 원주민, 태어난 사람   

naughty nɔ́ːti 개구쟁이의   

neglect niɡlékt 1 무시하다, 게을리하다  2 태만   

nip níp 꼬집다, 물다   

nuke nj úːk 1 핵무기, 원자력잠수함  2 원자력 발전소  3 핵무기로 공격하다   

nutty nʌ́ti 나무 열매가 많은   

object ɑ́bdƷikt, -dƷekt 1 물건, 대상, 목적, 목적어  2 반대하다   

obliged əbláidƷd 고맙게 여기는, 감사하는   

orchard ɔ́ːr tʃər d 과수원   

ornery ɔ́ːr nəri 1 성질이 고약한, 고집 센, 완고한  2 천한, 야비한, 평범한   

outrun àutrʌ́n 달려서 이기다   

owe óu 빚지고 있다, 의 은혜를 입고 있다   

paramedic 준(準)의료 활동 종사자   

patrol pətróul 1 순찰병, 순찰 경관  2 순찰하다   

peekaboo píːkəbùː 1 까꿍 놀이  2 비쳐 보이는 자수 장식이 달린   

pep talk 격려 연설   

plod plɑ́d 터벅터벅 걷다, 꾸준히 일하다   

plunk plʌ́ŋk 1 퉁기다, 쿵하고내던지다  2 쿵 하고 떨어지다   

polevault -vɔ́ːlt 장대높이뛰기를 하다   

poop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posture pɑ́stʃər 자세   

pounce páuns 갑자기 달려들다   

prance prǽns 껑충거리며 나아가다   

pronoun próunàun 대명사   

prune prúːn 치다   

ranch rǽntʃ 대목장   

ransom rǽnsəm 몸값   

register rédƷistər 1 등록부, 자동 기록기  2 기재하다, 등기하다  3 기명하다   



 

 

rejoice ridƷɔ́is 1 기쁘게 하다  2 기뻐하다   

riddle rídl 1 수수께끼  2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다   

rubbish rʌ́biʃ 쓰레기   

rust rʌ́st 1 녹  2 녹슬다   

sailor séilər 선원   

salivate sǽləvèit 1 침이 나오게 하다  2 침을 흘리다, 침이 나오다   

scuffle skʌ́fl 1 드잡이하다, 격투하다, 허둥지둥 달리다  2 발을 질질 끌며 걷다   

seismic sáizmik, sáis- 1 지진의, 지진성의  2 큰, 심한   

shack ʃǽk 판잣집   

shrink ʃríŋk 오그라들다, 줄다   

skeletal skélətl 골격의, 해골의, 해골 같은, 피골이 상접한   

skim skím 웃더껑이를 걷어내다   

skitter skítər 1 경쾌하게 나아가다  2 …을 경쾌하게 나아가게 하다   

slog slɑ́ɡ 1 강타하다, 꾸준히 일하다  2 무거운 걸음걸이로 걷다   

slurp slə́ːr p 소리내어 마시기, 그 소리   

smear smíər 바르다, 칠하다   

snoop snúːp 1 기웃거리며돌아다니다  2 꼬치꼬치 캐다   

snout snáut 1 코, 주둥이, 사람의 코, 주먹코  2 노즐, 뱃머리  3 낭떠러지의 돌출부   

socket sɑ́kit 꽂는구멍   

sophomore sɑ́fəmɔ́ːr 2학년생   

spinach spínitʃ 시금치   

sprint sprínt 1 단거리 경주, 스프린트, 전력 질주  2 전속력으로 달리다   

squeal skwíːl 깩깩거리다   

stepmother stépmʌ̀ðər 의붓어머니   

strand strǽnd 1 좌초시키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2 좌초하다   

stray stréi 1 길을 잃다, 빗나가다  2 길 잃은   

stub stʌ́b 그루터기   

stuffed animal 봉제 동물 인형, 박제된 동물   

swat swɑ́t 찰싹 때림, 파리채   

taunt tɔ́ːnt, tɑ́ːnt 조롱하다   

tendril téndril 덩굴손   

thereby ðὲər bái, -́̀-̀ 그것에 의하여   

thump θʌ́mp 1 때림  2 탁치다   

tomcat tɑ́mkæ̀t 1 수고양이, 여자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남자  2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다   

tow tóu 잡아당기다, 끌다   



trample trǽmpl 내리밟다   

treatise tríːtis 논문   

trowel tráuəl 1 흙손, 모종삽  2 흙손으로 바르다, 모종삽으로 파다   

turnip tə́ːr nip 순무   

twiddle twídl 1 회전시키다, 빙빙 돌리다  2 만지작거리다, 가지고 놀다   

varsity vɑ́ːr səti 1 대학 대표팀  2 대학의, 대학 대표팀의   

vault vɔ́ːlt 둥근천장   

vile váil 비열한, 몹시 나쁜   

vocational voukéiʃənl 직업상의   

vow váu 1 맹세  2 맹세하다   

werewolf wέərwùlf, wíər - 이리가 된 인간, 이리 귀신이 들린 사람   

whiz hwíz 윙   

wimp wímp 1 무기력한 사람, 겁쟁이  2 겁쟁이같이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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