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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rs.Claus saved Christmas

 -돈까밀로

서문과 챕터1

Nicholas [níkələs]

[명사]남자 이름 ((애칭 Nick))

[명사][Saint ~] 성(聖) 니콜라스 ((러시아·어린이·학자·선원 등의 수호신; cf. SANTA CLAUS))

enticing [ɪn|taɪsɪŋ]

[형용사]유혹적인

bathing suit

[동의어] swimming costume

relaxation [|ri:lӕk
|seɪʃn]

[명사]U (즐거운 일을 하면서 취하는) 휴식

[명사]C 휴식 삼아 하는 일

[명사]U , C [주로 단수로] (법・규제 등의) 완화

fellowship [|feloʊʃɪp, |feləʊʃɪp]

[명사]U 유대감, 동료애

[명사]C (이해관계・목표・사상을 공유하는) 단체[조합/협회]

[명사]C(특히 英) (대학의) 평의원직

informal [ɪn|fɔ:rml, ɪn|fɔ:ml]

[형용사]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허물없는, 편안한

[형용사]옷이 평상복의

[형용사]언어가 일상어의, 일상적인

an informal expression

일상적인 표현

hilarious [hɪ|leriəs, hɪ|leəriəs]

[형용사]아주 우스운[재미있는]

soundproof [|saʊndpru:f]

[형용사](또한 sound・proofed)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companionable [kəm|pӕniənəbl]

[형용사]다정한

incomparable [ɪn|kɑ:mprəbl, ɪn|kɒmprəbl]

[형용사]비할 데가 없는

steer2

[명사]수송아지; ((특히)) 거세한 황소

[명사]((일반적으로)) 비육우

agreeable [ə|gri:əbl]

[형용사]기분 좋은; 쾌활한

[형용사][명사 앞에는 안 씀] ~ (to sth) 선뜻 동의하는[승낙하는]

[형용사]~ (to sb)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알맞은

reminisce [|remɪ
|nɪs]

[동사][자동사][V] ~ (about sth/sb)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회상]에 잠기다, 추억담[회상담]을 나누다

enjoyable [ɪn|dƷɔɪəbl]

[형용사]즐거운

Revolutionary War

[기타](미국사) [the ~] 독립 전쟁(1775-83)(the War of Independence, the American Revolution)

[기타](프랑스사) [the ~s] 혁명전쟁(1792-1802)



coax1 [kóuks]

[타동사]구슬려 …시키다

[타동사]감언으로 얻어[우려]내다

[타동사]<물건을> 잘 다루어 뜻대로 되게 하다

[자동사]구슬리다, 달래다, 속이다

[명사]감언, 비위 맞춤

a coaxing voice

달래는 소리.

coaxing [|koʊksɪŋ, |kəʊksɪŋ]

[명사]U 구슬리기, 달램

demonstrate [|demənstreɪt]

[동사][자동사][V] ~ (against sth) | ~ (in favour/support of sth) 시위[데모]에 참여하다

[동사]~ sth (to sb) 증거[실례]를 들어가며 보여주다, 입증[실증]하다

[동사][타동사][VN] (행동으로) 보여주다[발휘하다]

[동사]~ sth (to sb) (무엇의 작동 과정이나 사용법을) 보여주다[설명하다]

beard [bɪrd, bɪəd]

[명사]C , U (턱)수염

clarification [klæ ̀rəfikéiʃən]

[명사](액체 등을) 깨끗하게 함, 맑게 함; 정화(淨化)

[명사]설명, 해명

prefer [prɪ|f3:(r)]

[동사](-rr-)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음] (다른 것보다) …을 (더) 좋아하다[원하다/택하다], 선호하다

civil war

[명사]C , U 내전

[명사]the Civil War 미국 남북 전쟁(1861~1865년)

English Civil War

[기타](영국사) [the ~] 국내 전쟁, 영국 대내란

gruel [|gru:əl]

[명사]U (특히 과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귀리죽

blurt [bl3:rt, bl3:t]

[동사]~ sth (out) 불쑥 내뱉다[말하다]

womanly [|wʊmənli]

[형용사](호감) 여자다운, 여성스러운

concern [kən|s3:rn, kən|s3:n]

[동사]AFFECT/INVOLVE |[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관련되다]

[동사]BE ABOUT |[타동사][VN] be concerned with sth (무엇에) 관한[관련된] 것이다

[동사]WORRY SB | …를 걱정스럽게[우려하게] 만들다

[동사]TAKE AN INTEREST |[타동사][VN] ~ yourself with/about sth ~에 흥미[관심]를 갖다

[동사]CONSIDER IMPORTANT |[타동사][VN to inf] be concerned to do sth(격식) ~하는 것을 중시하다

chore [tʃɔ:(r)]

[명사](정기적으로 하는) 일

[명사]하기 싫은[따분한] 일

do domestic chores  집안 심부름하다

make a point

주장[생각]을 밝히다, 주장[변명]이 정당함을 보여주다

make a point that...

...을 주장하다(강조하다)

strapping [|strӕpɪŋ]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비격식) 사람이 건장한

provider [prə|vaɪdə(r)]

[명사]제공자, 제공 기관; (가족 등을 먹여 살리는) 부양자

hoof [hu:f]

[명사](pl. hoofs 또는 hooves / huːvz /) (말 등의) 발굽

[동사][타동사][VN](비격식) (공을 세게・길게) 뻥 차다

rut [rʌt]

[명사]C (부드러운 땅에 생긴) 바퀴 자국

[명사]C 판[틀]에 박힌 생활

[명사]U the rut (특히 사슴의) 발정기

rut1 [rʌ́t]

[명사]바퀴 자국; 홈

[명사]상투적인 방법, 상습, 단조로운 생활

[타동사]((~·ted; ~·ting)) [보통 과거분사로] 바퀴 자국을 내다; 홈을 내다

bleat [bli:t]

[동사][자동사][V] (양・염소가) 매애 하고 울다

[동사]~ (on) (about sth) (약하게) 푸념하다

cacophony [kə|kɑ:fəni, kə|kɒfəni]

[명사]U , sing.(격식) 불협화음

gallivant [|gӕlɪvӕnt]

[동사][자동사][보통 진행형으로 쓰여] ~ (about/around)(구식 비격식) (신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챕터2 - 챕터3

bequeath [bɪ|kwi:ð]

[동사](유언장에 명시하여) 물려주다, 유증하다

[동사][타동사][VN, VNN] (업적 등을 유산으로) 남기다

substantial [səb|stӕnʃl]

[형용사](양・가치・중요성이) 상당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격식) 크고 튼튼한, 단단히 지은

fuss [fʌs]

[명사]U , sing. 호들갑, 법석, 야단

[명사]sing. (특히 하찮은 것에 대한) 화[불평]

[동사]~ (around) | ~ (with/over sth) 법석[야단/호들갑]을 떨다

[동사]~ (about sth) (하찮은 것을 두고) 안달하다

whim [wɪm]

[명사]C , U (일시적인) 기분, 변덕

frustrate [|frʌstreɪt, frʌ|streɪt]

[동사]좌절감을 주다, 불만스럽게 만들다

[동사]방해하다, 좌절시키다

date2

[명사]대추야자(의 열매)

retrieve [rɪ|tri:v]

[동사]~ sth (from sb/sth)(격식) (특히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되찾아오다[회수하다]

[동사](컴퓨터) (정보를) 검색하다

[동사](좋지 않은 사태를) 수습[개선]하다; (잃은 것을) 되찾다

prowl [praʊl]

[동사]동물이 (특히 먹이를 찾아 살금살금) 돌아다니다

[동사](특히 범행 대상을 찾아) 돌아다니다[배회하다]

[동사](특히 지루함・초조함 등으로) 서성거리다[어슬렁거리다]



reconnaissance [rɪ|kɑ:nɪsns, rɪ|kɒnɪsns]

[명사]C , U (또한 英 비격식 recce , 또한 美 비격식 recon) (군사적인 목적의) 정찰

yield [ji:ld]

[동사][타동사][VN] (수익・결과・농작물 등을) 내다[산출/생산하다]

[동사][자동사][V] ~ (to sth/sb) 항복[굴복]하다

[동사][타동사][VN] ~ sth/sb (up) (to sb)(격식) 넘겨주다, 양도하다

[동사][자동사][V] (압력에 못 이겨) 움직이다[휘어지다/부서지다]

[동사][자동사][V] ~ (to sb/sth)(美 아일랜드 영어) (도로에서 다른 차에게[를]) 양보하다[먼저 가게 하다]

strewn [strú:n]

[타동사]STREW의 과거분사

strew [stru:]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 A on, over, across, etc. B | ~ B with A 흩다, 흩뿌리다

[동사][타동사][VN] 흩어지다, 흩뿌려져 있다

streak [stri:k]

[명사]<바탕을 이루는 부분과 색깔이 다른 기다란 줄 모양의 것>

[명사](사람의 성격에서 특히 좋지 못한) 구석[데]

[명사](특히 스포츠・도박에서 성공・실패의) 연속

[동사][타동사][VN] ~ sth (with sth) (줄같이) 기다란 자국[흔적]을 내다, 줄무늬를 넣다

[동사][자동사][V + adv. / prep.] 전속력으로[쏜살같이] 가다

glee [gli:]

[명사]U 신이 남;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고소한 기분

twirl [tw3:rl, tw3:l]

[동사]~ (sb) (around/round) (춤을 추거나 하면서) 빙글빙글 돌다[돌리다]

[동사][타동사][VN] ~ sth (around/about) 빙빙 돌리다, 회전시키다

[동사][타동사][VN] (손가락으로) 배배 꼬다

[명사]빙그르르 돌기

scout1 [skáut]

[명사][군사] 정찰병, 척후, 수색병; 정찰기[선]

[명사]((일반적으로)) 내탐자

[명사](스포츠·연예계 등의) 스카우트 ((유망한 신인을 발견하거나 빼내기)); 상대 팀을 내탐하는 사람

[명사][a ~] 정찰하기; 찾아다니기

brood [bru:d]

[동사][자동사][V] ~ (over/on/about sth) (걱정이나 화나는 일을) 되씹다[곱씹다]

[동사][자,타동사][V, VN] (새가 알을) 품다

[명사](같은 때에 태어난) 새끼들

[명사](유머) 자녀가 많은 가족

livestock [|laɪvstɑ:k, |laɪvstɒk]

[명사]U , pl. 가축

corral [kə|rӕl, kə|rɑ:l]
[명사](북미에서 말・소 등을 가두는) 울타리

[동사](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다

[동사](말이나 소를)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다

house [haʊs, haʊz]

[명사]BUILDING |C 집, 주택, 가옥

[명사]BUILDING |sing. 식구들, 집안사람들

[명사]BUILDING |C [합성어에서] <회의 개최・동물 사육・물품 보관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건물>

[명사]BUILDING |sing. House(英) 사무실 건물 명칭에 쓰임

[명사]COMPANY/INSTITUTION |C [합성어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회사; (특정한 종류의) 기관



subsist [səb|sɪst]

[동사]~ (on sth) 근근이 살아가다[먹고 살다]

[동사](격식) 존속되다, 유효하다

rafter1 [rɑ́ːf-, rǽftər, rɑ́ːf-]

[명사](건축) 서까래

[타동사]…에 서까래를 얹다; <재목을> 서까래로 만들다

[타동사]쟁기로 갈아엎어 밭이랑을 만들다

rafter [|rӕftə(r), |rɑ:ftə(r)]

[명사]C [주로 복수로] 서까래

shoe [ʃu:]

[동의어] horseshoe

[명사]신, 신발(한 짝을 가리킴. 보통 가죽이나 합성수지로 만든 것)

[동사][타동사][VN] (shoe・ing , shod , shod / SQd ; 美 SAːd /) (말굽에) 편자를 박다

sputter [|spʌtə(r)]

[동사][자동사][V] (엔진・불길 등이) 펑펑 하는[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다

[동사](분노・충격으로) 식식거리며[더듬거리며] 말하다

hush [hʌʃ]

[동사][자동사][V] [특히 명령문 형태로 쓰여] 쉿, 조용히 해[울지 마]

[동사][타동사][VN] …을 조용히 시키다[입을 다물게/그만 울게 하다]

[명사]침묵, 고요(특히 한참 시끄럽던 뒤에 또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

best man

[명사]sing. (신랑의) 들러리

챕터4 - 챕터5

noncombatant [nɑ̀nkəmbǽtənt, nɔ́nkɔ́mbət-]

[명사, 형용사](군사) 비전투원(의), 비전투용(의)

non-combatant

[명사]비전투원(군의관 등)

[명사](전시의) 민간인

stringy [|strɪŋi]

[형용사]머리카락이 (길고 가늘며 감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한

[형용사]식품이 (씹기 어렵게) 섬유질[힘줄]이 많은

[형용사]사람・신체 부위가 (아주 여위어서) 힘줄이 다 드러나는

hold somebody/something off

~을 물리치다

resourceful [rɪ|sɔ:rsfl, rɪ|sɔ:sfl ; -|zɔ:s-]

[형용사](호감) 지략[기략] 있는

sincere [sɪn|sɪr, sɪn|sɪə(r)]

[형용사]감정・신념・행동이 진실된, 진정한, 진심 어린

[형용사]~ (in sth) 사람이 진심의

mythical [|mɪθɪkl]

[동의어] mythic ( 2 )

[형용사](드물게 myth・ic) 신화 속에 나오는

[형용사](드물게 myth・ic) 가공의, 사실이 아닌

generosity [|dƷenə|rɑ:səti, |dƷenə|rɒsəti]  1. [명사]U , sing. ~ (to/towards sb) 너그러움 

flare up

확 타오르다

벌컥 성을 내다

flare-up



[명사](분노 등의) 갑작스러운 표출

[명사]질병의 갑작스런 재발

[명사](불길이) 확 타오름

crusader [kru:|seɪdə(r)]

[명사](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호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운동가]

primitive [|prɪmətɪv]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산업화되기 이전의) 원시 사회의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인간・동물 발달) 초기의, 원시적인 단계의

[형용사](물건 따위가 덜 발달하고 불편하여) 원시적인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감정・욕구가 원초[원시]적인

[명사]프리미티브, 프리미티프(르네상스 이전 시기의 화가・작품)

hoop1 [húːp, húːp, húp]

[명사]테, 쇠테

[명사]굴렁쇠

rag1 [rǽɡ]

[명사]넝마(tatter); 넝마 조각, 헝겊

[명사][pl.] 누더기

[명사][pl.] 옷, 의복

[명사]조각, 단편 ((of)) ( a rag of cloud  조각 구름 )

rag [rӕg]

[명사]C , U (특히 걸레・행주 등으로 쓰는) 해진 천[누더기]

[동사][타동사][VN] (-gg-) ~ sb (about sth)(구식 英) (사람을) 놀리다

arbitrarily [ɑ́:rbətrèrəli, ɑ̀:rbətrέər-]

[부사]독단[전단]적으로; 제멋대로, 마음대로

Saturnalia [|sӕtər
|neɪliə, |sӕtə

|neɪliə]

[명사]U 농신제(農神祭: 지금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행해지던 고대 로마의 축제)

Epiphany [ɪ|pɪfəni]

[명사]공현 대축일(1월 6일: 기독교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을 찾은 것을 기리는 축일)

pagan [|peɪgən]

[명사]이교도(세계 주요 종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사람), 토속 신앙인

[명사](과거 기독교도들이 말하던) 비기독교도[이교도]

re·plen·ish

[타동사][VN] ~ sth (with sth) (격식) (원래처럼)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

treat [tri:t]

명사 :(특히 남을 대접하여 하는[주는]) 특별한 것[선물], 대접,

savior [séiviər]

명사     1. 구조자, 구제자

2. (미) [the[Our] S~] 구세주 (그리스도)(Christ

contagious [kən|teɪdƷəs]

[형용사](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성의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사람이 접촉성) 전염병에 걸린

Roundhead [|raʊndhed]

[명사]원두당(圓頭黨: 1642-1650년의 영국 내란 당시 의회파에 속하던 사람)

confectioner [kən|fekʃənə(r)]

[명사]당과[제과]점; 당과[제과]점 주인

tingling

[명사](의학) 얼얼함, 따끔거림, 자통(刺痛), 쑤심

[명사](의학-용어) 저림



imaginative [ɪ|mӕdƷɪnətɪv]

[형용사]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ravage [|rӕvɪdƷ]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황폐[피폐]하게 만들다, 유린[파괴]하다

upheaval [ʌp|hi:vl]

[명사]C , U 격변, 대변동

tide [taɪd]

[명사]C , U 조수, 물과 썰물; 조류

[명사]C [주로 단수로] (여론의) 흐름

[명사]sing. ~ of sth (거센 감정의) 파도

[명사]sing. -tide [합성어에서](옛글투) (2년 중의) …무렵[철]

Christmastide

크리스마스 무렵

boatload [-lòud]

[명사]한 배분의 화물[적재량]

[명사](구어) 많은 사람

decade [|dekeɪd ; dɪ|keɪd]

[명사]10[십]년(특히 1910년-1919년이나 1990년-2000년과 같은 기간을 가리킴)

pointedly [|pɔɪntɪdli]

[부사](말 등을) 날카롭게[비난하듯이]

whoop [wu:p ; hu:p]

[명사](기쁨・흥분 등으로) 와 하는 함성

[동사][자동사][V] (기쁨・흥분 등으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다

exasperate [ɪg|zӕspəreɪt ; 英 또한 ɪg|zɑ:spəreɪt]

[동사][타동사][VN] 몹시 화나게[짜증나게] 하다

tolerate [|tɑ:ləreɪt, |tɒləreɪt]

[동사]용인하다

[동사][타동사][VN] (불쾌한 일 등을) 참다

[동사][타동사][VN] (약물・힘든 환경 등을) 견디다

toolmaker [|tu:lmeɪkə(r)]

[명사]도구[공구] 제작자[제작사]

decree [dɪ|kri:]

[명사]C , U 법령, 칙령

[명사]C (법원의) 결정[판결]

[동사](de・cree・ing , de・creed , de・creed) (법령・판결 등에 따라) 명하다[결정하다]

fort [fɔ:rt, fɔ:t]

[명사]보루, 요새

[명사](美) 진지(陣地)

observe [əb|z3:rv, əb|z4:v]

[동사]…을 보다[(보고) 알다/목격하다]

[동사](격식) (발언・논평・의견을) 말하다

[동사][타동사][VN] (법률・규칙 등을) 준수하다

violate [|vaɪəleɪt]

[동사](격식) (법・합의 등을) 위반하다[어기다]

[동사](격식) (남의 평화・사생활 등을) 침해하다

insult [ɪn|sʌlt, |
ɪnsʌlt]

[동사][타동사][VN] 모욕하다

[명사]~ (to sb/sth) 모욕(적인 말・행동)



in charge

…을 맡은, 담당인

(영국) 체포되어, 구류되어

wrath [rӕθ, rɒθ]

[명사]U(구식 또는 격식) (극도의) 분노, 노여움

grim [grɪm]

[형용사](보기나 듣기에 아주) 엄숙한[단호한]

[형용사]암울한

[형용사]장소・건물이 음침한, 음산한

don2 [dɔ́n, dɑ́n]

[타동사]((~ned; ~·ning)) <옷·모자 등을> 입다, 쓰다(opp. doff)

deprive [dipráiv]

[타동사]<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다, <권리 등의 행사를> 허용치 않다, 주지 않다 ((of))

[타동사]면직[파면]하다, <성직을> 박탈하다

챕터6

fret [fret]

[동사](-tt-) ~ (about/over sth)(특히 英) 조바심치다, 조마조마하다

[명사](기타의) 프렛

[명사](|sea fret)(또한 북잉글랜드 영어) 바다에서 몰려오는 안개

sprawl [sprɔ:l]

[동사]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앉다; 큰 대자로 눕다

[동사]제멋대로 퍼져 나가다; 넓은 지역에 걸치다

[명사]C , U [주로 단수로] 무질서하게 뻗어 나간 도시 외곽 지역

[명사]C [주로 단수로] (넓은 지역에 걸쳐) 제멋대로 뻗어 나가기[나간 것]

glide [glaɪd]

[동사]미끄러지듯 가다

[동사]새나 비행기가 활공하다

[명사]sing.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 미끄러짐

[명사]C(음성) 전이음

scrap1 [skrǽp]

[명사]한 조각, 파편; 단편, 토막

[명사][a ~; 부정문에서] 조금

[명사][pl.] 동강난 것, 먹다 남은 것, 찌꺼기

[명사][pl.] (신문 등의) 오려낸 것, 스크랩; (글 따위의) 발췌

[명사][U] 쓰레기, 폐물; (쇠)부스러기, 고철; [비유] 파기된 약속

depot [|di:poʊ, |depəʊ]

[명사](대규모) 창고

[명사](英) (버스 등의 차량을 보관・수리하는) 차고

[명사](美) (작은) 역[정류장]

tend on[upon]

…의 시중을 들다; 돌보다

tend1 [ténd]

[자동사](…하는) 경향이 있다  ((to, toward)); (…하기) 쉽다

[자동사]<길·태도·가격 등이> (…으로) 향하다, 가다, 도달하다 ((to, toward, upward, downward))

[자동사]도움이 되다, 이바지하다, 공헌하다

in-between [ìnbitwí:n]

[형용사]개재하는, 중간의

[부사]중간에



[명사]중간적인 것[사람], 중개자(go-between, intermediary)

thatch [θӕtʃ]

[명사]U , C (지붕을 이는 데 쓰는) 짚, 억새, 이엉; 초가지붕

[명사]sing. ~ of hair(비격식) 숱 많은 머리

[동사][타동사][VN] (지붕을) 짚[억새/이엉]으로 이다

pickup, collect

수거收去

The garbage pickup comes on Tuesdays.

화요일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온다

swarm1 [swɔ́ːrm]

[동의어] group

[명사](벌·개미 등의) 무리, 떼 ((of)); (특히 분봉하는) 벌떼

[명사][종종 pl.] (사람·동물의) 떼, 무리, 대군(大群), 군중; 많음, 다수 ((of))

[자동사]떼를 짓다, (…에) 들끓다, 많이 모여들다 ((round, about, over))

[자동사]떼를 지어 이주[이동, 집합]하다

[자동사]<장소가> (사람·동물 등으로) 빽빽이 차다, 꽉 차다 ((with))

swarm with somebody/something~이 가득하다[득시글거리다]

gobble1 [ɡɔ́bl, ɡɑ́bl]

[타동사]게걸스럽게 먹다[삼키다] ((up, down))

[타동사][구어] (탐욕스럽게) 잡아 채다[덤비다]; 탐독하다 ((up))

[자동사]게걸스럽게 먹다

waddle [|wɑ:dl, |wɒdl]

[동사][자동사][V + adv. / prep.]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다

stray [streɪ]

[동사](자기도 모르게) 제 위치[길]를 벗어나다

[동사](생각・논의 등이) 옆길로 새다[(딴 생각・이야기로) 벗어나다]

[형용사]애완동물이 길을 잃은, 주인이 없는   stray dogs

[형용사]한쪽으로 샌, 빗나간

discard [美dɪs|kɑ:rd, 美|dɪskɑ:rd]

[동사][타동사][VN] ~ sb/sth (as sth)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폐기하다

[동사][타,자동사][VN, V] 카드 게임에서 (필요 없는 카드를) 버리다

[명사](특히 카드 게임에서) 버린 패; 버린 것[사람]

leftover [|leftoʊvə(r), |leftəʊvə(r)]

[명사][주로 복수로] (식사 후에) 남은 음식

[명사](과거의) 잔재[유물]

teem with something

(보통) (사람들·동물들 등이) 바글[와글]거리다

teem1 [tíːm]

[자동사]충만하다, 풍부하다, 비옥하다 ((with)); [문어] 가득 차다, 많이 있다(abound)

[자동사][폐어] 임신하다; 아이를 낳다

trout [traʊt]

[명사]C , U (pl. trout) 송어

perch2

[명사]((pl. ~, ~·es))(어류) 농어 무리의 민물고기

perch1 [pə́ːrtʃ]

[명사](새의) 횃대(roost)

[명사]높은[안전한] 지위, 편한 자리

[명사](높고 불안정한) 좌석



[명사]마부의 자리; (용수철 달린 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연간(連桿); [방언] 막대기, 장대; 직물 검사대

[명사]야구장의 좌석

eel [i:l]

[명사]C , U 장어

bountiful [|baʊntɪfl]

[형용사]많은, 풍부한

[형용사]너그러운

bait [beɪt]

[명사](낚시・사냥용) 미끼

[명사]미끼(가 되는 사람・물건)

[동사]미끼를 놓다[달다]

smear [smɪr, smɪə(r)]

[동의어] smear test

[동사][타동사][VN] ~ sth on/over sth | ~ sth with sth (기름기가 있거나 부드러운 물질을) 마구 바르다[문지르다]

[동사][타동사][VN] (기름기 등으로) 더럽히다

[명사](기름기 등이 묻은) 얼룩[자국]

lard [lɑ:rd, lɑ:d]

[명사]U 라드(돼지비계를 정제하여 하얗게 굳힌 것. 요리에 이용함)

[동사][타동사][VN] (조리를 하기 전에) 라드[고기 기름]를 조금 넣다

주식2主食

(주된 음식) staple (food/diet)

The staple food of the Koreans is rice.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다

staple1 [stéipl]

[명사][보통 pl.] 주요 산물; 중요 상품

[명사](유행·계절 등에 관계 없는) 기본 식료품 ((설탕·소금 등))

carriage [|kӕrɪdƷ]

[명사]C 마차

[명사]C (coach , 美 car)(또한 英 모두 사용) (기차의) 객차

whisk [wɪsk]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재빨리[휙] 가져가다[데려가다]

[동사](달걀 등을) 휘젓다[휘저어 거품을 내다]

drab1 [drǽb]

[명사][U] 단조로움; 칙칙한 황갈색

[형용사]((~·ber ; ~·best )) 단조로운; 칙칙한 황갈색의

drab [drӕb]

[형용사](drab・ber , drab・best) 생기 없는, 칙칙한; 재미없는

garment [|gɑ:rmənt, |gɑ:mənt]

[명사](격식) 의복, 옷

haul [hɔ:l]

[동사][타동사][VN] (아주 힘들여) 끌다

foul [faʊl]

[동사][타동사][VN] (보통 쓰레기로) 더럽히다

[형용사](냄새가) 더러운, 악취 나는

[동사][타동사][VN] 스포츠에서 파울[반칙]을 범하다

farthing [|fɑ:rðɪŋ, |fɑ:ðɪŋ]



[명사]파딩(구 페니의 ¼에 해당하던 영국의 옛 화폐)

extravagance [ɪk|strӕvəgəns]

[명사]U 낭비(벽)

[명사]C 사치(품)

[명사]C , U 화려함

bearbaiting [bέərbèitiŋ]

[명사]U 곰 곯리기 ((쇠사슬로 묶인 곰에게 개를 덤비게 하는 옛놀이))

bladder [|blӕdə(r)]

[명사]방광

[명사](가죽・고무 등으로 만든) 주머니

monarch [|mɑ:nərk;-ɑ:rk, |mɒnək]

[명사]군주

festoon [fe|stu:n]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 sb/sth (with sth) (흔히 축제를 위해 꽃・색종이 등으로) 장식하다

[명사](전구・색종이・꽃 등으로 된) 장식용 줄

bough [baʊ]

[명사](격식 또는 문예체) (나무의 큰) 가지

tack1 [tǽk]

[명사]납작못, 압정

[명사](복식) 시침, 시침질, 가봉

[명사]점성(粘性), 끈기 ((니스·덜 마른 인쇄 잉크·페인트 등의))

[명사]방침, 정책

sparse [spɑ:rs, spɑ:s]

[형용사](비교급 sparser 최상급은 없음) (흔히 넓은 지역에 분포된 정도가) 드문, ( 도가) 희박한

sprig [sprɪg]

[명사](요리용・장식용으로 쓰는) 잔가지

holly [|hɑ:li, |hɒli]

[명사]U , C (pl. -ies) 호랑가시나무(잎가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고 새빨간 열매가 달리는 나무로 흔히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쓰임)

a sprig of holly   호랑가시나무 가지

vow [vaʊ]

[명사]맹세, 서약

[동사]맹세[서약]하다

rendition [ren|dɪʃn]

[명사]C (노래・음악의) 연주[공연]

[명사]U (ex'traordinary ren|dition) 용의자 인도[송환](특히 미국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용의자를 더 가벼운 처벌이 가
)

scrawny [|skrɔ:ni]

[형용사](scrawn・ier , scrawni・est)(못마땅함) 사람・동물이 뼈만 앙상한, 거죽만 남은

goose [gu:s]

[명사]C 거위

[명사]U 거위 고기

mince [mɪns]

[동사][타동사][VN] (특히 고기를 기계에 넣고) 갈다

[명사]U (美 'ground |beef , ham・burg・er , |hamburger meat)(英) 갈아 놓은 고기(특히 쇠고기)

concoction [kən|kɑ:kʃn, kən|kɒkʃn]

[명사](특히 음료나 약물의 특이한) 혼합물

top2 [tɔ́p, tɑ́p]

[명사]팽이



manor [|mӕnə(r)]

[명사](|manor house) (넓은 영지 안에 들어서 있는) 영주의 저택

[명사]영지(領地)

[명사](속어) (특히 경찰의) 관할 지역

huddle [|hʌdl]

[동사]사람・동물들이 (보통 춥거나 무서워서) 옹송그리며 모이다

[동사](보통 춥거나 무서워서) 옹송그리다

[명사](특히 특별한 순서 없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것

[명사]미식축구에서 작전회의

fig1 [fíɡ]

[명사][식물] 무화과 (열매); 무화과나무

inappropriate [|ɪnə
|proʊpriət, |ɪnə

|prəʊpriət]

[형용사]~ (for sb/sth) (to do sth) | ~ (to/for sth) 부적절한, 부적합한

hymn [hɪm]

[명사]찬송가

[명사][주로 단수로] (…에 대한) 찬가

adorn [ə|dɔ:rn, ə|dɔ:n]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 sth/sb (with sth)(격식) 꾸미다, 장식하다

rowdy [|raʊdi]

[형용사](row・dier , row・di・est)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소동을 벌이는

embrace1 [imbréis, em-]

[타동사]<제안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다 , <기회를> 포착하다

[타동사]포옹하다; 껴안다(hug)

[타동사]<주의 등을> 채택하다, <교의를> 받아들이다(adopt)

Christianity [|krɪsti|ӕnəti]

[명사]U 기독교

presumptuous [prɪ|zʌmptʃuəs]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주제넘은, 건방진

harken

[동의어] hearken

hearken(또한 hark・en) [|hɑ:rkən, |hɑ:kən]

[동사][자동사][V] ~ (to sb/sth)(옛글투) (~에[을]) 귀를 기울이다[귀 기울여 듣다]

trinket [|trɪŋkɪt]

[명사]값싼[자질구레한] 장신구

eradicate [ɪ|rӕdɪkeɪt]

[동사][타동사][VN] ~ sth (from sth) 근절하다, 뿌리뽑다

ingrain [ínɡrèin]

[타동사]<습관·생각 등을> 스며[배어]들게 하다

[형용사]깊이 배어든, 뿌리 깊은; 생득의, 타고난

[형용사](감으로 짜기 전에) 염색한

morsel [|mɔ:rsl, |mɔ:sl]

[명사](특히 음식의) 작은 양[조각]

whim [wɪm]

[명사]C , U (일시적인) 기분, 변덕

harness [|hɑ:rnɪs, |hɑ:nɪs]

[동사](동력원 등으로) 이용[활용]하다

[명사]마구(馬具)

[명사](사람 몸에 매는 마구 비슷한) 벨트[용구]



[동사]~ sth (to sth) (말 등의 동물에[을]) 마구를 채우다[마구로 연결하다]

to harness a horse

말에 마구를 씌우다

obscure [əb|skjʊr, əb|skjʊə(r)]

[형용사]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형용사]이해하기 힘든, 모호한

[동사][타동사][VN] 보기[듣기/이해하기] 어렵게 하다, 모호하게 하다

squire [|skwaɪə(r)]

[명사]Squire (과거 잉글랜드에서) 대지주

[명사]Squire(英 비격식 또는 유머) (남자들끼리의 다정한 호칭으로) 자네[친구]

[명사](과거) 기사의 종자

catastrophe [kə|tӕstrəfi]

[명사]참사, 재앙

[명사](한 개인이나 단체의) 재앙[곤란]

챕터7 - 챕터9

vendor [|vendə(r)]

[명사](거리의) 행상인[노점상]

cod [kɑ:d, kɒd]

[명사]C , U (pl. cod) (어류) 대구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英 비격식) 가짜의

beet [bi:t]

[동의어] beetroot

[명사]근대, 사탕무우

coronation [|kɔ:rə
|neɪʃn, |kɒrə

|neɪʃn]

[명사](새 왕의) 대관식

result [rɪ|zʌlt]

[동사][자동사][V] ~ (from sth) (~의 결과로) 발생하다[생기다]

[명사]CAUSED BY STH |C , U ~ (of sth)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결실

restriction [rɪ|strɪkʃn]

[명사]C ~ (on sth) (법률・규칙을 통한) 제한[규제]

[명사]U (행동 등의) 제약[구속]

[명사]C (자유를) 구속하는 것

sterile [|sterəl, |steraɪl]

[형용사]사람・동물이 불임의

[형용사]살균한, 소독한

crunchy [|krʌntʃi]

[형용사](호감) 특히 음식이 아삭아삭한, 바삭바삭한

impediment [ɪm|pedɪmənt]

[명사]~ (to sth) (무엇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

[명사](언어 사용상의) 장애

converse1 [kənvə́ːrs]

[자동사](…와) (…에 대해) 이야기하다, 담화하다, 담화를 나누다(talk) ((with; on, about))

[자동사](친하게) 사귀다 ((with))

retrieve [rɪ|tri:v]

[동사]~ sth (from sb/sth)(격식) (특히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되찾아오다[회수하다]

[동사](좋지 않은 사태를) 수습[개선]하다; (잃은 것을) 되찾다

scramble [|skrӕmbl]

[동사]WALK/CLIMB |[자동사][V + adv. / prep.] (특히 힘겹게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재빨리 움직이다



grim [grɪm]

[형용사](보기나 듣기에 아주) 엄숙한[단호한]

[형용사]장소・건물이 음침한, 음산한

proximity [prɑ:k|sɪməti, prɒk|sɪməti]

[명사]U ~ (of sb/sth) (to sb/sth)(격식) (거리・시간상으로) 가까움[근접]

stutter [|stʌtə(r)]

[동사]말을 더듬다, 더듬거리다

[명사]sing. 말을 더듬기, 말더듬

miserly [|maɪzərli, |maɪzəli]

[형용사]사람이 구두쇠[수전노]인

[형용사]양・액수가 아주 적은

detriment [|detrɪmənt]

[명사]U , C(주로 단수로 격식) 손상(을 초래하는 것)

fishmonger [|fɪʃmʌŋgə(r)]

[명사]생선 장수

[명사](pl. fish・mon・gers) fish・mon・ger’s 생선 가게

controversial [|kɑ:ntrə|v3:rʃl, |kɒntrə|v3:ʃl]

[형용사]논란이 많은

stipulate1 [stípjulèit]

[타동사]<계약서·조항 등이> 규정하다, 명기(明記)하다, 명문화하다; 조건으로서 요구하다

[타동사]약정[계약]하다

[타동사](법) (소송 수속으로서) …에 합의하다

[자동사](계약의) 조건으로서 요구하다 ((for))

[자동사](법) 합의를 맺다

treacherous [|tretʃərəs]

[형용사]기만적인, 신뢰할 수 없는

[형용사](특히 겉보기와 달리) 위험한

proclaim [prə|kleɪm]

[동사]선언[선포]하다

[동사](격식) 분명히 보여주다; …의 표시[징후]이다

confectionary [kənfékʃənèri, -ʃənəri]

[형용사]사탕 과자의; 과자 제조[판매]의

squabble [|skwɑ:bl, |skwɒbl]

[동사][자동사][V] ~ (with sb) (about/over sth) (하찮은 일로) 옥신각신하다[(티격태격) 다투다]

collective [kə|lektɪv]

[형용사]집단의, 단체의

[형용사]공동의, 공통의

[명사]공동 사업(체)

well-off [wélɔ́:f, -ɑ́f, -ɔ́f]

[형용사]부유한, 유복한

[형용사]P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순조로운

[형용사]P …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for))

batch [bӕtʃ]

[명사](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집단[무리]

[명사]한 회분(한 번에 만들어 내는 음식・기계 등의 양)

[명사](컴퓨터) 일괄, 배치

[동사](일괄 처리를 위해) 함께 묶다

process1 [próu-, prɑ́ses]



[명사][U] (현상·사건 등의) 진행, 진전, (시간의) 경과 ((of)); 변천, 추이

[명사](만드는) 과정, 공정, 처리, 방법, 순서, 조작 ((for, of))

missus(또한 mis・sis) [|mɪsɪz]

[명사][‘the ’, ‘my ’, ‘your ’, ‘his ’ 뒤에 쓰여](비격식) (…의) 부인[아내]

[명사](속어 특히 英) 부인(일부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는 여성을 부를 때 씀)

archbishop [|ɑ:rtʃbɪʃəp, |ɑ:tʃ
|bɪʃəp]

[명사]대주교

scourge [sk3:rdƷ, sk3:dƷ]

[명사][주로 단수로] ~ (of sb/sth)(격식) 재앙, 골칫거리

[명사](과거 사람들을 벌할 때 쓰던) 채찍[매]

[동사][주로 수동태로](문예체) 괴롭히다, 고통을 안겨 주다

[동사](옛글투) 채찍[매]으로 때리다

advocate [|
ӕdvəkeɪt, |ӕdvəkət]

[동사](격식) (공개적으로) 지지하다[옹호하다]

[명사]~ (of/for sth/sb) 옹호자, 지지자

[명사]변호사

comprise [kəm|praɪz]

[동사]be comprised of …으로 구성되다[이뤄지다]

[동사]구성하다, 차지하다

adversarial [|ӕdvər|seriəl, |ӕdvə|seəriəl]

[형용사](격식 또는 전문 용어) 특히 정치・법률 제도에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적대적인

petition [pə|tɪʃn]

[명사]~ (against/for sth) 진정[탄원/청원](서)

[명사](법률) (법원에 법률적 처리를 요청하는) 신청서

[명사](격식) 기원(祈願)

[동사]~ for/against sth | ~ sb (for sth) 진정[탄원/청원]하다

[동사]~ (sb) (for sth) (법원에) 신청서를 내다

levy [|levi]

[명사](pl. -ies) ~ (on sth) (특히 세금의) 추가 부담금

[동사][타동사][VN] (lev・ies , levy・ing , lev・ied , lev・ied) ~ sth (on sb/sth) (세금 등을) 부과[징수]하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obscure [əb|skjʊr, əb|skjʊə(r)]

[형용사]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praise [preɪz]

[명사](드물게 praises [pl.]) 칭찬, 찬사, 찬양

[명사](하느님에 대한) 찬송

[동사](하느님을) 찬송[찬미]하다

Praise the Lord.

주님께 찬송 드리나이다.

distasteful [dɪs|teɪstfl]

[형용사]불쾌한, 혐오스러운

starvation [stɑ:r|veɪʃn, stɑ:|veɪʃn]

[명사]U 기아, 굶주림

disdain [dɪs|deɪn]

[동사][타동사][VN]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명사]U , sing. ~ (for sb/sth) 업신여김, 무시

pear [per, peə(r)]



[명사]배(서양의 배는 작은 조롱박과 비슷하게 생겼음)

slay [sleɪ]

[동사](구식 또는 문예체) (전쟁・싸움에서) 죽이다

[동사][특히 신문에서](특히 美) 살인[살해]하다

[동사](구식 비격식 특히 美)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주다, 죽여 주다

persecute [|p3:rsɪkju:t, |p3:sɪkju:t]

[동사]~ sb (for sth) (특히 인종・종교・정치적 이유로) 박해하다

[동사]귀찮게[못살게] 굴다

reprisal [rɪ|praɪzl]

[명사]C , U 보복, 앙갚음

theatrical [θi|ӕtrɪkl]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연극[공연]의

[형용사](흔히 못마땅함) 행동이 연극조의, 과장된

temper [|tempə(r)]

[명사]-tempered [형용사에서] 성격이 …한

[명사]C , U [주로 단수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성미]

[명사]C (특정한 때의) 기분

dire [|daɪə(r)]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격식) 대단히 심각한, 엄청난, 지독한

[형용사](英 비격식) 몹시 나쁜, 끔찍한

plow(plough) [pláu]

[명사]쟁기 ; 쟁기 비슷한 것; 제설기(除雪機); 배장기(排障器)([미] cowcatcher); 개탕대패

[명사]경작; 농업; [U] [영] 경작지, 논밭

[명사][the P~] [천문] 큰곰자리(the Great Bear); [영] 북두칠성

[자동사]갈다, 경작하다; <토지가> 경작에 적합하다

reconvene [|ri:kən
|vi:n]

[동사][자,타동사][V, VN] (회의・의회 등이) 다시 모이다[소집되다]; 다시 모으다[소집하다]

somber(미)(sombre) [sɑ́mbər, sɔ́m-]

[형용사]어둠침침한(dark), 검은, 거무스름한, 흐린

[형용사]거무칙칙한, 수수한

[형용사]침울한, 우울한

inevitable [ɪn|evɪtəbl]

[형용사]불가피한, 필연적인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흔히 유머) 반드시 있는,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는

[명사]sing. the inevitable 필연적인[불가피한] 것

the Houses of Commons and Lords  상하 양원

the House and Senate

design [dɪ|zaɪn]

[동사]PLAN STH |[타동사][VN] (체제・방법 등을) 설계하다

[명사]INTENTION |U , C 계획, 의도

treason [|tri:zn]

[명사]U (또한 'high |treason) 반역죄

prospective [prə|spektɪv]

[형용사]장래의, 유망한

[형용사]곧 있을, 다가오는

scrape [skreɪp]

[동사]REMOVE | (무엇을 떼어 내기 위해) 긁다, 긁어내다

[동사]WIN WITH DIFFICULTY | 간신히 이기다[얻다]



wise man

[기타]현인

reproachful [rɪ|proʊtʃfl, rɪ|prəʊtʃfl]

[형용사]비난[책망]하는 (듯한)

musket [|mʌskɪt]

[명사]머스킷총(과거 병사들이 쓰던 장총)

musketeer [|mʌskə|tɪr, |mʌskə|tɪə(r)]

[명사]머스킷총을 든 병사

bearing

[기타]((연결형)) [명사에 붙여] …을 함유한

bear2 [bέər]

[동의어] endure

[타동사]<무게를> 지탱하다, <비용을> 부담하다, <의무·책임을> 지다

[타동사]<열매를> 맺다, <꽃을> 피우다; <이자를> 낳다

mercenary [|m3:rsəneri, |m3:sənəri]

[명사](pl. -ies) 용병

mercenary soldiers

용병인 군인들

[형용사](못마땅함)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돈이 목적인

depose [dɪ|poʊz, dɪ|pəʊz]

[동사][타동사][VN] (특히 통치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다[퇴위/폐위시키다]

collectively

[부사]집합적으로, 총괄하여; [문법] 집합 명사적으로

abide by something

(법률·합의 등을) 따르다

drift away[out]

(미·구어) 가버리다, 줄행랑치다

sympathizer(英 또한 -iser) [|sɪmpəθaɪzə(r)]

[명사](특히 정치적 대의・정당 등의) 동조자

obscene [əb|si:n]

[형용사]음란한, 외설적인

[형용사]터무니없는, 가당찮은

dissenting [diséntiŋ]

[형용사]이의 있는, 반대 의견의

[형용사]국교에 반대하는

bare1 [bέər]

[형용사]발가벗은(naked), 살을 드러낸; <산 등이> 헐벗은, 노출된; <칼을> 칼집에서 뺀

[형용사][A]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 꾸밈없는

[형용사]빈, 텅 빈; <방 등이>가구가 없는; [P] …이 없는 ((of))

[형용사][A] 가까스로의, 다만 …뿐인(mere); 얼마 안 되는

[형용사][A] <손이> 도구[무기]를 갖지 않은, 맨손의

leisurely [|li:Ʒərli, |leƷəli]

[형용사](또한 leis・ured) [주로 명사 앞에 씀] 한가한, 여유로운, 느긋한

primarily [praɪ|merəli ; 英 또한 |praɪmərəli]

[부사]주로

fiery [|faɪəri]

[형용사]불타는 듯한; 불의

[형용사](성질이) 불같은



[형용사](감정, 특히 분노가) 맹렬한

[형용사]음식이나 음료가 입안이 타는 것 같은[얼얼한]

thug [θʌg]

[명사]폭력배

refrain1 [rifréin]

[자동사]그만두다, 삼가다, 참다, 억누르다, 자제하다, 멀리하다 ((from))

[타동사]억제하다, 참다

fanatic [fə|nӕtɪk]

[명사](비격식) (…에) 광적인 사람

[명사](못마땅함) 광신도

챕터10 - 챕터11

on [upon] sight

발견하는 대로

stalking [|stɔ:kɪŋ]

[명사]U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스토킹

dissent [dɪ|sent]

[명사]U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명사]C(美) (판결에서 다수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

[동사][자동사][V] ~ (from sth)(격식)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

wrongdoing [|rɔ:ŋdu:ɪŋ, |rɒŋdu:ɪŋ]

[명사]U , C(격식) 범법[부정] 행위, 비행

flimsy [|flɪmzi]

[형용사]조잡한, 엉성하게 만든

[형용사]직물 등이 얇은, 잘 찢어지는

[형용사]얄팍한, 믿기지 않는

impulsive [ɪm|pʌlsɪv]

[형용사]사람・행동이 충동적인

reason [|ri:zn]

[명사]C ~ (why…) | ~ (that…) | ~ (for sth/for doing sth) 이유, 까닭, 사유

[명사]U ~ (to do sth) | ~ (why…) | ~ (for sth/for doing sth) 근거

[명사]U 이성, 사고력; 제정신

[명사]U 사리(事理)

[동사](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다, 추리[추론]하다

nasty [|nӕsti, |nɑ:sti]

[형용사](아주 나빠서) 끔찍한, 형편없는

[형용사](성격・행동 등이) 못된[고약한/심술궂은]

[형용사]위험한, 험악한, 심각한

[형용사]추잡한, 지저분한

accomplice [ə|kɑ:mplɪs, ə|kʌmplɪs]

[명사]공범(자)

strand1 [strǽnd]

[타동사]좌초시키다

[타동사][보통 수동형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사람을> 무일푼이 되게 하다

[타동사](야구) <주자를> 잔루시키다

[자동사]좌초하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다

[명사]물가, 해변

exaggeration [ɪg|zӕdƷə
|reɪʃn]

[명사]C , U [주로 단수로] 과장



fugitive [|fju:dƷətɪv]

[명사]~ (from sb/sth) 도망자, 탈주자

[형용사]도망을 다니는, 도피하는

[형용사](문예체) 일시적인, 순간적인

muse [mju:z]

[동사][자동사][V] ~ (about/on/over/upon sth) 사색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동사](사색에 잠긴 채) 혼잣말을 하다

forlorn [fər|lɔ:rn, fə|lɔ:n]

[형용사]사람이 쓸쓸해 보이는

[형용사]장소가 황량한, 버려진

[형용사]허망한

halting [|hɔ:ltɪŋ;英 또한 |hɒltɪŋ]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특히 말・동작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자꾸 끊어지는[중단되는], 멈칫거리는

primitive [|prɪmətɪv]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산업화되기 이전의) 원시 사회의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인간・동물 발달) 초기의, 원시적인 단계의

[형용사](물건 따위가 덜 발달하고 불편하여) 원시적인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감정・욕구가 원초[원시]적인

[명사]프리미티브, 프리미티프(르네상스 이전 시기의 화가・작품)

swamp [swɑ:mp, swɒmp]

[명사]C , U 늪, 습지

[동사]~ sb/sth (with sth) (처리가 힘들 정도의 일 등이) 쇄도하다[넘쳐 나다]

[동사](큰 파도 등이) 뒤덮다[집어삼키다]

tribesman(tribes・woman / 'traɪbzwʊmən) [|traɪbzmən]

[명사](pl. -men / -mən / , -women / -wImIn /) 부족[종족] 구성원

poke1 [póuk]

[타동사](손가락·막대기 등으로) 찌르다, 쑤시다, 쿡 찌르다 ((in, up, down))

[타동사](찌르거나 하여) <구멍을> 내다 ((in, through))

[타동사]<뿔·코·막대기·머리·손가락 등을> 들이대다, 내 다; 쑤셔넣다; <농담 등을> 슬쩍 던지다

[타동사]<묻힌 불 등을> 쑤셔 돋우다

[타동사]주먹으로 치다 ((in))

shrine [ʃraɪn]

[명사]~ (to sb/sth) | ~ (of sb/sth) 성지(聖地)

[명사]~ (to sb/sth) | ~ (for sb) 성지(와 같은 곳)

evaporating

[명사](약제학) 증발(蒸發)

haven [|heɪvn]

[명사]안식처, 피난처

persecution [pə́:rsikjú:ʃən]

[명사][U] (종교적) 박해, 학대; 졸라댐, 치근댐, 괴롭힘

stronghold [|strɔ:ŋhoʊld, |strɒŋhəʊld]

[명사](특정 사상・집단의) 근거지[중심지], (특히 특정 정당의) 지지 지역

[명사]성채, 요새

[명사](특정 동물의) 활동 무대[서식지]

manor [|mӕnə(r)]

[명사](|manor house) (넓은 영지 안에 들어서 있는) 영주의 저택

[명사]영지(領地)

[명사](속어) (특히 경찰의) 관할 지역



keen [ki:n]

[형용사]EAGER/ENTHUSIASTIC | ~ (to do sth) | ~ (that…) | ~ (on doing sth)(특히 英) 간절히 …하고 싶은, …을 열
망하는

[형용사]EAGER/ENTHUSIASTIC | [주로 명사 앞에 씀] (활동・사상 등에) 열정적인[열렬한]

[형용사]LIKING SB/STH | ~ on sb/sth/on doing sth(英 비격식) ~을 아주 좋아하는; ~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형용사]CLEVER | [명사 앞에만 씀] 명민한, 이해가 빠른

[형용사]IDEAS/FEELINGS | [주로 명사 앞에 씀] 강한, 깊은

brand [brӕnd]

[명사]상표, 브랜드

[명사](동물의 주인을 나타내는) 낙인

[동사]~ sb (as) sth (특히 부당하게) 낙인을 찍다

[동사][타동사][VN] ~ sth (with sth) (동물에게 주인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다

larder [|lɑ:rdə(r), |lɑ:də(r)]

[명사](특히 英) (특히 옛날 주택의) 식품 저장실

moth [mɔ:θ, mɒθ]

[명사]나방

cavalry [|kӕvlri]

[명사]sing.+ sing./pl. v. 보통 the cavalry (과거의) 기사; (현대의) 기갑 부대

futile [|fju:tl, |fju:taɪl]

[형용사]헛된, 소용없는

fluffy [|flʌfi]

[형용사]솜털의, 솜털로 뒤덮인

[형용사]음식이 거품 같은

[형용사]푹신해 보이는, 솜털 같은

nestle [|nesl]

[동사][자동사][V] (아늑한・포근한 곳에) 따뜻이 앉다[눕다]

[동사][타동사][VN] (아늑한・포근한 곳에) 따뜻이 안다[눕히다]

[동사][자동사][V] (아늑한 곳에) 자리잡다

bisect [baɪ|sekt]

[동사][타동사][VN](전문 용어) 2등분[양분]하다

flint [flɪnt]

[명사]U , C 플린트(쇠에 대고 치면 불꽃이 생기는 아주 단단한 회색 돌)

[명사]C 부싯돌, 부시

drawbridge [|drɔ:brɪdƷ]

[명사]도개교(들어올릴 수 있는 다리)

magistrate [|mӕdƷɪstreɪt]

[명사]치안 판사

close-cropped [|kloʊs |krɑ:pt, |kləʊs |krɒpt]

[형용사]머리・잔디 등을 바싹[아주 짧게] 자른

drab [drӕb]

[형용사](drab・ber , drab・best) 생기 없는, 칙칙한; 재미없는

crisscross [krískrɔ́:s, -krɑ̀s, -krɔ́s]

[명사]열십자(十), 십자형; 십자형으로 교차한 물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서명 대신 사용하는) ×표

[명사]엇갈림, 모순

[명사](미) (석판 등에 그려놓고 하는) 십자놀이(tick-tack-toe)

[형용사][A] 십자의; 교차된



[형용사]골을 잘 내는

limestone [|laɪmstoʊn, |laɪmstəʊn]

[명사]U 석회석[암]

breathtaking [|breθteɪkɪŋ]

[형용사](너무 아름답거나 놀라워서) 숨이 (턱) 막히는[멎는 듯한]

adorn [ə|dɔ:rn, ə|dɔ:n]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 sth/sb (with sth)(격식) 꾸미다, 장식하다

edict [|i:dɪkt]

[명사]U , C(격식) 포고령, 칙령

groove [gru:v]

[명사]홈

[명사](비격식) (음악의) 리듬

frown [fraʊn]

[동사]~ (at sb/sth) 얼굴[눈살]을 찌푸리다[찡그리다]

[명사][주로 단수로] 찡그림, 찌푸림

vantage point [|vӕntɪdƷ pɔɪnt, |vɑ:ntɪdƷ pɔɪnt]

[명사](또한 격식 vant・age) (무엇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 (특히 과거를 생각해 보는) 시점[상황]

squarish [|skwerɪʃ, |skweərɪʃ]

[형용사]거의 사각형의[네모난]

thatch [θӕtʃ]

[명사]U , C (지붕을 이는 데 쓰는) 짚, 억새, 이엉; 초가지붕

[명사]sing. ~ of hair(비격식) 숱 많은 머리

[동사][타동사][VN] (지붕을) 짚[억새/이엉]으로 이다

portion [|pɔ:rʃn, |pɔ:ʃn]

[명사](더 큰 것의) 부분[일부]

[명사](음식의) 1인분

[명사][주로 단수로] 몫

tempt [tempt]

[동사](좋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혹하다[부추기다]

[동사](어떤 것을 제의하거나 하여) 유도[설득]하다

grove [groʊv, grəʊv]

[명사](문예체) (작은) 숲, 수풀

[명사](특정 종류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밭, (작은 규모의) 과수원

[명사](거리 이름에서) 그로브

peal [pi:l]

[명사]~ (of sth) (울리듯 이어지는) 큰 소리

[명사]종소리

[동사]~ (out) 종이 크게 울리다

[동사](폭소를) 터뜨리다

sturdy1 [stə́ːrdi]

[형용사]<몸이> 억센, 튼튼한(stout); 힘센, 기운찬

[형용사]<물건이> 튼튼한

[형용사]<저항·용기 등이> 완강한, 불굴의; <성격 등이> 건전한

kerchief [|k3:rtʃɪf, |k3:tʃɪf]

[명사](구식) (목이나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네커치프]

sabbath [|sӕbəθ]

[명사]sing. the Sabbath 유대교・기독교에서 안식일(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 기독교도들에게는 일요일)

munch [mʌntʃ]



[동사]~ (on/at) sth 아삭아삭[우적우적] 먹다

scamper [|skӕmpə(r)]

[동사][자동사][V + adv. / prep.] 특히 아동이나 작은 동물이 날쌔게 움직이다

gratify [|grӕtɪfaɪ]

[동사](격식) 기쁘게[흐뭇하게] 하다

[동사][타동사][VN](격식) (욕구 등을) 충족[만족]시키다

ember [|embə(r)]

[명사][주로 복수로] (장작・숯이 타다 남은) 잉걸불[불잉걸]

pallet [|pӕlət]

[명사](목재・철제의 대형) 화물 운반대

[명사]돗짚자리, 다다미(천 안에 짚을 넣어 만든 매트)

privy [|prɪvi]

[형용사]~ to sth(격식) (비 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허락받아) 알고 있는]

[명사](pl. -ies)(구식) (특히 옥외에 있는) 변소

eloquent [|eləkwənt]

[형용사]웅변[연설]을 잘 하는, 유창한

[형용사]표정이나 동작이 감정을 드러내는, 무언의 웅변을 하는

vice versa [váisə-və́:rsə, váis-, váisi-]

[부사][보통 and ~로; 생략문으로서] 거꾸로, 반대로, 역(逆)도 또한 같음 ((略 v.v.))

pulpit [|pʊlpɪt]

[명사](교회의) 설교단[연단]

doom [du:m]

[명사]U 죽음, 파멸, (피할 수 없는) 비운

[동사][주로 수동태로] ~ sb/sth (to sth) 불행한 운명[결말]을 맞게 하다

flaunt [flɔ:nt]

[동사]과시하다

[동사]~ yourself 관능미를 과시하다

implicate [|
ɪmplɪkeɪt]

[동사]~ sb (in sth) (나쁜 짓・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다[시사하다]

[동사]~ sth (in/as sth) (나쁜 것의) 원인임을 보여주다[시사하다]

impose [ɪm|poʊz, ɪm|pəʊz]

[동사][타동사][VN] ~ sth (on/upon sth/sb) (새로운 법률・세금 등을) 도입[시행]하다

[동사][타동사][VN] ~ sth (on/upon sb/sth) (힘들거나 불쾌한 것을) 부과하다[지우다]

[동사][타동사][VN] ~ sth (on/upon sb) (의견 등을) 강요하다

[동사][타동사][VN] ~ yourself (on/upon sb/sth) (자기 존재나 생각을) 내세우다[받아들이게 하다]

[동사][자동사][V] ~ (on/upon sb/sth) 폐를 끼치다, (남의 호의 등을) 이용하다



챕터12 - 챕터13

단어 발음 요약뜻

vat vǽt 1 큰 통  2 큰 통에 넣다, 큰 통 속에서 처리하다 

shed ʃéd 흘리다, 저절로 떨어지게 하다 

plow pláu 1 쟁기  2 갈다 

lathe léið 1 선반(旋盤)  2 선반에 걸다 

prevail privéil 우세하다, 이기다 

dignitary díɡnətèri 1 고위 인사, 고관, 고위 성직자  2 존엄한, 명예 있는 

dine dáin 식사를 하다 

make a face 얼굴을 찡그리다. 화난 표정을 하다.

grimace ɡríməs, ɡriméis 얼굴을 찌푸림 

ladyinwaiting léidiinwéitiŋ 여관(女官),시녀, 나인 

fondly fɑńdli 다정하게 

confide kənfáid 1 신임하다  2 털어놓다 

menial míːniəl, -njəl 1 시시한, 지루한, 천한  2 천한 일을 하는, 노예 근성의, 비굴한 

easternmost íːstərnmòust 가장 동쪽의 

militia milíʃə 민병대, 국민군 

ballot bǽlət 투표용지, 투표 

bustle b sl 부산하게 움직이다 

haunch h ːntʃ, hɑ́ː ntʃ 궁둥이, 둔부, 다리와 허리 부분 

grilled ɡríld 창살이 있는, 구운, 그을은 

era íə rə, érə 연대 

surpass sərpǽs, -pɑ́ː s 보다 낫다 

auburn ːbərn 적갈색의 

gruff ɡr f 거친, 쉰, 퉁명스러운, 우락부락한 

haul h ːl 세게 잡아당기다, 운반하다 

lug l ɡ 힘껏 끌어당기다, 질질 끌다, 억지로 데리고 가다 

throb θrɑb́ 고동치다 

haggard hǽɡərd 여윈 

value vǽljuː 1 가치, 가격  2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 

commendable kəméndəbl 칭찬할 만한, 훌륭한 

sunup |sʌnʌp the time when the sun rises and day begins

exaggeration iɡzæ̀dƷəréiʃən 과장 

tarnish tɑ́ː rniʃ 1 흐리게 하다, 녹슬게 하다, 더럽히다  2 흐려지다, 더러워지다 

prosperous prɑśpərəs 번영하는 

venison vénəsn, -zn 사슴 고기 

pallet
팔레트 (창고·공장 등의 화물 운반·저장하기 위한 받침대(臺), 지
게차의 포크로 끼워 운반함) 

cuddle k dl 꼭 껴안다 

midwife mídwàif 1 조산사, 산파, 산파역  2 …의 출산을 돕다 

sprawl spr ːl 팔다리를 펴다 

arithmetic əríθmətik 1 산수  2 산수의 

companionable kəmpǽnjənəbl 동무로 사귈 만한 

meager míːɡər 메마른, 빈약한 

temper témpər 1 기질, 기분  2 완화하다 

tabula tǽbjulə 필기판, 골판(骨板), 상판(床板) 



permeate p ːrmièit 배어들다 

chore tʃ ːr 자질구레한 일 

tenet ténit 주의(主義), 교의(敎義) 

cavalry kǽvəlri 기병대 

wreak ríːk 1 가하다, 주다, 터뜨리다  2 복수하다, …에 쓰다 

vengeance véndƷəns 복수 

retaliation ritæ̀liéiʃən 앙갚음, 보복 

outdo àutdúː 보다 낫다 

savior séiviər 구조자, 구세주 

contradictory kɑǹtrədíktəri 모순된 

edict íːdikt 포고(布告), 칙령(勅令), 명령 

wield wíːld 휘두르다 

leer líər 1 곁눈질하다, 추파를 던지다, 흘기다  2 곁눈질, 추파 

preen príːn 1 혀로 정리하다, 부리로 다듬다  2 모양내다, 몸치장하다 

solemnly sɑĺəmli 장엄하게 

numb n m 곱은, 감각을 잃은 



챕터14 - 챕터15

gap [gӕp]

[명사](공간적) 틈[구멍/간격]

[명사](시간적) 공백[차이]

gape [geɪp]

[동사]~ (at sb/sth)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다

[동사]~ (open) 떡 벌어져 있다[벌어지다]

sandstone [|sӕndstoʊn, |sӕndstəʊn]

[명사]U 사암(沙巖)

resolve [rɪ|zɑ:lv, rɪ|zɒlv]

[동사][타동사][VN] (문제 등을) 해결하다

[동사]~ (on sth/on doing sth) (굳게) 다짐[결심/결의(決意)]하다

[명사]U ~ (to do sth)(격식) (단호한) 결심[결의/의지]

prevail [prɪ|veɪl]

[동사]~ (in/among sth) 만연[팽배]하다

[동사]~ (against/over sth)(격식) 사상・견해 등이, 특히 투쟁・논쟁 끝에 승리하다[이기다]

[동사][자동사][V] ~ (against/over sb)(격식) (특히 오랜 투쟁 끝에 적수를) 이기다

concession [kən|seʃn]

[명사]C , U (언쟁을 끝내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보[양해]

[명사]U 인정

compromise [|kɑ:mprəmaɪz, |kɒmprəmaɪz]

[명사]C 타협[절충](내용)

[명사]C ~ (between A and B) 절충해서 나온 것[중간물]

[동사][자동사][V] ~ (with sb) (on sth) 타협하다

[동사]~ (on sth) (원칙 등을) 굽히다[양보하다]

strut [strʌt]

[동사][자동사][V] (-tt-) 뽐내며 걷다

[명사](차량・건물을 보강하는) 지주[버팀대]

[명사]sing.(못마땅함) 뽐내며 걷기

length [leŋθ]

[명사]SIZE/MEASUREMENT |U , C 길이

[명사]TIME |U , C (무엇이 계속되는 긴) 시간[기간]

[명사]OF BOOK/MOVIE |U , C (책・영화 등의) 길이

[명사]-LENGTH | [형용사에서] 길이가 …인

[명사]OF SWIMMING POOL |C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거리]

hiccup(또한 hic・cough) [|hɪkʌp]

[명사]C 딸꾹(딸꾹질하는 소리)

[명사]C(비격식) (약간의) 문제[지연]

[동사][자동사][V] 딸꾹질을 하다, 딸꾹 하는 소리를 내다

grove [groʊv, grəʊv]

[명사](문예체) (작은) 숲, 수풀

[명사](특정 종류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밭, (작은 규모의) 과수원

[명사](거리 이름에서) 그로브

stung [stʌ́ŋ]

[동사]STING의 과거·과거분사

[형용사]사기당한

[형용사]술 취한(drunk)

sting [stɪŋ]

[동사]곤충이나 식물이 쏘다, 찌르다



[동사]따끔거리다[따갑다, 쓰리다]; 따끔거리게[따갑게/쓰리게] 하다

[동사][타동사][VN] ~ sb (to/into sth) | ~ sb (into doing sth) 화나게[기분 상하게] 하다

[명사]C (美 또한 sting・er) (곤충 따위의) 침[가시]

imply [ɪm|plaɪ]

[동사](감정・생각을) 넌지시 나타내다[비치다], 은연중에 풍기다

[동사]암시[시사]하다

vandal [|vӕndl]

[명사]반달, 공공 기물 파손자

reprisal [rɪ|praɪzl]

[명사]C , U 보복, 앙갚음

appease [ə|pi:z]

[동사]달래다

[동사](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국가의) 요구를 들어주다, 유화 정책을 쓰다

villager [|vɪlɪdƷə(r)]

[명사](시골) 마을 사람

sizzling [|sɪzlɪŋ]

[형용사]타는 듯이 더운

[형용사]아주 흥미진진한

appall(미)(appal) [əpɔ́:l]

[타동사]((-palled; -pall·ing)) 오싹하게[질겁하게] 하다, 질리게 하다(terrify)

crave [kreɪv]

[동사]갈망[열망]하다

[동사][타동사][VN](英 옛글투) …을 간절히 청하다

prowl [praʊl]

[동사]동물이 (특히 먹이를 찾아 살금살금) 돌아다니다

[동사](특히 범행 대상을 찾아) 돌아다니다[배회하다]

[동사](특히 지루함・초조함 등으로) 서성거리다[어슬렁거리다]

signify [|sɪgnɪfaɪ]

[동사]의미하다, 뜻하다, 나타내다

[동사](행동으로 감정・의도 등을) 나타내다[보여 주다]

[동사][자동사][V] [보통 의문문・부정문에 쓰여]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seamstress [|si:mstrəs ; |semstrəs]

[명사](구식) (여자) 재봉사, 침모

colonel [|k3:rnl, |k3:nl]

[명사](Col.) (영국의 해군과 해병대, 미국의 육군・공군・해병대의) 대령

clutch1 [klʌ́tʃ]

[명사](꽉) 붙잡음; [보통 pl.] 움켜쥠; 마수(魔手), 수중(手中)

[명사](기계) 클러치, 연축기(連軸機), (기중기의) 갈고랑이, (보트의) 노를 거는 쇠고리

[타동사]꽉잡다; 붙들다, 부여잡다

reclaim [rɪ|kleɪm]

[동사]~ sth (from sb/sth) (분실하거나 빼앗긴 물건 등을) 되찾다[돌려 달라고 하다]

[동사]~ sth (from sth) (늪지 등을) 매립하다, (황무지 등을) 개간하다, 간척지를 만들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개간해서 쓰이던 땅이 사막・숲 등의 자연 상태로) 환원[복구]되다

[동사]~ sb (from sth) (중독자・범죄자 등을) 갱생시키다

dust [dʌst]

[명사]U (흙)먼지

[명사](미세한) 가루

[명사](가구・바닥 등에 앉는) 먼지, 티끌

[동사]먼지를 털다[닦다]

dust  (somebody/something)  off



~에서 먼지를 털다

taint [teɪnt]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 sth (with sth)(격식) (평판 등을)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오점[오명]
을 남기다

[명사][주로 단수로] 오점, 오명

deference [|defərəns]

[명사]U 존중[경의](을 표하는 행동)

bestow [bɪ|stoʊ, bɪ|stəʊ]

[동사][타동사][VN] ~ sth (on/upon sb)(격식) (특히 존경의 뜻으로) 수여[부여]하다

commotion [kə|moʊʃn, kə|məʊʃn]

[명사]C , U [주로 단수로] 소란, 소동

unison [jú:nəsn, -zn]

[명사]([UC]) 조화, 화합(harmony), 일치

[명사]([UC]) 동음(同音)

in unison (with somebody/something)

일제히

(사람들이) 합심하여

fit1 [fít]

[타동사]<의지·목적·시기 등에> (꼭) 맞다, 적합하다

[타동사]<의복 등이> …에 (알)맞다, 꼭 맞다

rally1 [rǽli]

[동사]<흩어진 군대·집단 등을> 다시 불러 모으다 , 규합하다, 모집하다, 재결집하다

[자동사]다시 모이다 ((for)), 다시 집결하다; 집합하다, 단결하다; 지원하러 모이다

riot [|raɪət]

[명사]C 폭동

[명사]sing. ~ of sth(격식) (다양한 종류의) 모임[집합]

wind2 [wáind]

[동사]꾸불거리다, 굽이지다

[동사]나선상으로 나가다[움직이다]

wind   (something)  down

(사업·활동 등을) 서서히 줄이다(그래서 마침내 종료되게 한다는 뜻)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자동차 창문 등을) 내리다

spontaneous [spɑ:n|teɪniəs, spɒn|teɪniəs]

[형용사]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형용사](전문 용어)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confound [kən|faʊnd]

[동사]어리둥절[당혹]하게 만들다

[동사]…이 틀렸음을 입증하다

챕터16 - 챕터18

sport [spɔ:rt, spɔ:t]

[명사]U (美 sports [pl.])(英) (일반적인) 스포츠[운동/경기]

[명사]C (특정한) 스포츠[운동/경기]

[명사]C(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 비격식) (특히 남자를 친근하게 가리켜) 친구[자네]

[명사]U(격식) 재미, 장난

evergreen [|evərgri:n, |evəgri:n]

[명사]상록수, 늘푸른나무

transfix [trӕns|fɪks]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두려움・경악 등으로) 얼어붙게 만들다

muse [mju:z]



[동사][자동사][V] ~ (about/on/over/upon sth) 사색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동사](사색에 잠긴 채) 혼잣말을 하다

livelihood [|laɪvlihʊd]

[명사]C , U [주로 단수로] 생계 (수단)

retaliate [rɪ|tӕlieɪt]

[동사][자동사][V] ~ (against sb/sth) | ~ (by doing sth/with sth) 보복하다, 앙갚음하다

lustrous [|lʌstrəs]

[형용사](격식) 윤기가 흐르는

sinister [|sɪnɪstə(r)]

[형용사]사악한, 해로운; 불길한

squirm [skw3:rm, skw3:m]

[동사](초조하거나 불편하거나 하여 몸을) 꿈틀[꼼지락]대다

[동사][자동사][V] 몹시 당혹해[창피해] 하다

meddle [|medl]

[동사]~ (in/with sth)(못마땅함) (남의 일에) 간섭하다[참견하다/끼어들다]

[동사]~ (with sth) (특히 남의 것・다룰 줄 모르는 것을) 건드리다[손을 대다]

intact [ɪn|tӕkt]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전혀 다치지 않은

concession [kən|seʃn]

[명사]U 인정

[명사]C , U (언쟁을 끝내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보[양해]

[명사]C (특히 정부나 고용주가 집단・단체 등에 부여하는) 권리[혜택]

[명사]C 영업권; (가끔 더 큰 건물이나 상점 내부의) 영업장소

deprivation [|deprɪ|veɪʃn]

[명사]U (필수적인 것의) 박탈[부족]

reluctant [rɪ|lʌktənt]

[형용사]~ (to do sth) 꺼리는, 마지못한, 주저하는

make a point of...ing

꼭 ...하기로 되어있다.

ostentatious [|ɑ:sten|teɪʃəs, |ɒsten|teɪʃəs]

[형용사](못마땅함)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대단히 비싼[호사스러운]

[형용사](못마땅함) (재산・세력 등을) 과시하는

[형용사]행동이 드러내 놓고 하는

subdue [səb|du:, səb|dju:]

[동사]진압하다

[동사](감정을) 가라앉히다[억누르다]

suitor [|su:tə(r) ; 英 또한 |sju:tə(r)]

[명사](구식) 구혼자(남자)

[명사](상업) 타 기업 인수를 원하는 기업

onset [|ɑ:nset;|
ɔ:n-, |

ɒnset]

[명사]sing. (특히 불쾌한 일의) 시작

majority [mə
|dƷɔ:rəti;-|dƷɑ:r-, mə

|dƷɒrəti]

[명사]sing.+ sing./pl. v. ~ (of sb/sth) (특정 집단 내에서) 가장 많은 수[다수]

[명사]C ~ (over sb)(英) (선거・투표에서 이긴 측과 진 측 간의) 득표 차[(표) 차이]

[명사]C(美) <당선자의 득표수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총 득표수 간의 차이>

[명사]U(법률) (법률상의) 성년

rabble1 [rǽbl]

[명사]어중이떠중이, 오합지졸, 폭도들(mob)

[명사][the ~; 집합적] [경멸] 하층 사회[계급], 서민[천민]들

[명사](동물·곤충의) 떼; [드물게] 뒤죽박죽된 것



[타동사]떼를 지어 습격하다[달려들다]

rabble [|rӕbl]

[명사]왁자한 무리; 폭도

[명사]the rabble (하찮은) 일반 대중[서민]

treason [|tri:zn]

[명사]U (또한 'high |treason) 반역죄

stalk2 [stɔ́ːk]

[타동사]<사냥감·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 가만히 뒤를 밟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타동사]<병·재해 등이> <어떤 지방에> 만연하다, 퍼지다

[자동사]젠체하며 걷다 , 으스대며 걷다, 활보하다

[자동사](적·먹이 등에) 몰래 접근하다

thug [θʌg]

[명사]폭력배

edict [|i:dɪkt]

[명사]U , C(격식) 포고령, 칙령

reprisal [rɪ|praɪzl]

[명사]C , U 보복, 앙갚음

riddle [|rɪdl]

[명사]수수께끼

[명사]수수께끼 (같은 일), 불가사의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구멍을 숭숭 뚫다, 벌집같이 만들다

disdainful [dɪs|deɪnfl]

[형용사]~ (of sb/sth)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stricture [|strɪktʃə(r)]

[명사][주로 복수로] ~ (on sb/sth) (특히 남의 행동에 대한) 심한 비난[혹평]

[명사]~ (against/on sth) (행동에 대한) 제한[구속/제약]

staunch2 [stɔ́ːntʃ, stɑ́ːntʃ]

[형용사]견고한, 튼튼한

[형용사]든든한, 믿음직한, 충실한, 건실한

staunch [stɔ:ntʃ]

[형용사](최상급 staunch・est 비교급은 없음) 확고한, 충실한, 독실한

[동사][타동사][VN] (stanch / stɔːntʃ ; stæntʃ / 특히 美)(또한 격식) (특히 출혈을) 멎게 하다

atop [ə|tɑ:p, ə|tɒp]

[전치사][영국 영어에서는 구식 또는 문예투](특히 美) 꼭대기에, 맨 위에

solemnly [sɑ́ləmli, sɔ́-]

[부사]장엄하게; 진지하게

brisk [brɪsk]

[형용사]빠른; 바쁜

[형용사]사람・목소리・태도가 딱딱한, 사무적인

[형용사]바람・날씨가 (차갑지만) 상쾌한

devout [dɪ|vaʊt]

[형용사]사람이 독실한

bale [beɪl]

[명사](가벼운 것을 단단히 다져 크게 묶은) 더미[뭉치]

[동사][타동사][VN] 뭉치다, 짐짝을 만들다

[동사][타동사][VN, VN to inf](英)

assent [ə|sent]

[명사]U ~ (to sth)(격식) 찬성, 승인

[동사]~ (to sth)(격식) 찬성하다

band2



[명사](사람의) 일단(一團), 일대(一隊), 무리(party); [미] (짐승의) 떼

[명사](취주) 악단, 음악대, 밴드; 관현악단

mar [mɑ:(r)]

[동사][타동사][VN] (-rr-) (좋은 것을) 손상시키다[망치다]

bloodshed(ding) [blʌ́dʃèd(iŋ)]

[명사][UC] 유혈; 유혈의 참사, 살해, 학살

gap-toothed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치아 사이가 벌어진

at stake

성패가 달려 있는, 위태로운

be at stake

위급하게 되다

exhilaration [iɡzìləréiʃən]

[명사][U] 기분을 돋움; 유쾌한 기분, 들뜸; 흥분

elated [i|leɪtɪd]

[형용사]~ (at/by sth) 마냥 행복해하는[신이 난]

elate [iléit]

[타동사]고무하다, 기운을 북돋아 주다; 뽐내게[우쭐대게] 하다

coax [koʊks, kəʊks]

[동사]~ sb (into doing sth) | ~ sb (into/out of sth) 구슬리다, 달래다

border [|bɔ:rdə(r), |bɔ:də(r)]

[명사]국경[경계] (지역)

[명사](사진・옷감 등의) 가두리[가장자리]

[명사]정원의 (꽃을 심어 놓은) 잔디밭 둘레

[동사]국가・지역이 (국경・경계를) 접하다

[동사]가장자리를 이루다

marvel [|mɑ:rvl, |mɑ:vl]

[명사]경이(로운 사람・것)

[명사]pl. marvels 경이로운 결과[업적]

[동사](-ll- , 美 -l-) ~ (at sth)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

bashful [|bӕʃfl]

[형용사]수줍음을 타는

crease1 [kríːs]

[명사](종이·피륙 등의) 접은 자국[금]

[명사][보통 pl.] (바지의) 주름

[명사](얼굴의) 주름

knoll [noʊl, nəʊl]

[명사]둔덕

resolute [|rezəlu:t]

[형용사]단호한, 확고한

weepy [|wi:pi]

[형용사](비격식) 슬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명사](weepie) (pl. -ies)(또한 비격식) (눈물을 자아내는) 슬픈 영화[연극]

come in handy

(비격식) 쓸모가 있다[도움이 되다]

bland [blӕnd]

[형용사]특징 없는, 단조로운

[형용사](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특별한 맛이 안 나는

[형용사]재미없는, 건조한

sputter [|spʌtə(r)]



[동사][자동사][V] (엔진・불길 등이) 펑펑 하는[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다

[동사](분노・충격으로) 식식거리며[더듬거리며] 말하다

secrecy [|si:krəsi]

[명사]U 비  유지[엄수]; 비 (인 상태)

festive [|festɪv]

[형용사]축제의, 기념일의, 축하하는

[형용사](英) 크리스마스 때의

remark [rɪ|mɑ:rk, rɪ|mɑ:k]

[명사]C (말이나 글로 의견・생각 등을 표하는) 발언[말/논평/언급]

[명사]U(구식 또는 격식) 주목(할 만함)

[동사]~ (on/upon sth/sb) | ~ (how…) (말이나 글로 의견・생각 등을) 언급[말/논평/발언]하다

lug1 [lʌ́ɡ]

[동사]힘껏 끌어당기다 ((about, along)); 질질 끌다, 억지로 데리고 가다 ((along))

[자동사]세게 당기다 ((at))

[명사]힘껏 당김

shrewd [ʃru:d]

[형용사]상황 판단이 빠른

[형용사]기민한, (판단이) 재빠른

menial [|mi:niəl]

[형용사](보통 못마땅함) 일이 하찮은, 천한

[명사](구식) 천한 일을 하는 사람

squat [skwɑ:t, skwɒt]

[동사][자동사][V] ~ (down) 쪼그리고 앉다

[명사]쪼그리고 앉은 자세

charisma [kə|rɪzmə]

[명사]U 카리스마,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furtively [fə́:rtivli]

[부사]몰래, 살그머니, 슬쩍

tack1 [tǽk]

[명사]납작못, 압정

[명사](복식) 시침, 시침질, 가봉

[명사]방침, 정책

have the nerve

배짱이 있다

챕터19 - 챕터21

crisp [krɪsp]

[형용사](crispy) 식품이 (기분 좋게) 바삭바삭한

[형용사](crispy) 과일・야채가 아삭아삭한

[형용사]종이나 천이 (새 것이라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형용사]공기나 날씨가 상쾌한

[형용사]눈・나뭇잎 등이 뽀드득뽀드득하는; 바스락거리는

tingle [|tɪŋgl]

[동사]몸의 일부가 따끔거리다, 얼얼하다

[동사]~ with sth (어떤감정이)마구 일다

[명사]따끔거림, 얼얼함

[명사]흥분, 안달

cherish [|tʃerɪʃ]

[동사]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동사](마음속에) 간직하다



despise [dɪ|spaɪz]

[동사][타동사][VN]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음] 경멸하다

bashfulness

부끄러움

(수줍음) shyness, bashfulness (수치심) sense of shame

bashful [|bӕʃfl]

[형용사]수줍음을 타는

maturity [mə
|tʃʊrəti;mə

|tʊrəti, mə
|tʃʊərəti;-|tjʊə-]

[명사]성숙함, 원숙함

[명사]사람・동물・식물이 성인임, 성숙한[다 자란] 상태

[명사](상업) 보험 등의 만기

full-fledged [-flédƷd]

[형용사]깃털이 다 난; 완전히 성장한; 자격을 제대로 갖춘

fledge [flédƷ]

[자동사]<새 새끼가> 깃털이 다 나다; 보금자리에서 날아갈 수 있게 되다 ((out))

[타동사]깃털이 다 날 때까지 <새 새끼를> 기르다; 독립시키다

[타동사]<화살에> 깃털을 달다; 깃털로 덮다

disdainfully

[부사]경멸하여

eavesdrop [|i:vzdrɑ:p, |i:vzdrɒp]

[동사][자동사][V] (-pp-) ~ (on sb/sth) 엿듣다

futile [|fju:tl, |fju:taɪl]

[형용사]헛된, 소용없는

snort [snɔ:rt, snɔ:t]

[동사]코웃음을 웃다[치다], 콧방귀를 뀌다; (말 등이) 코를 힝힝거리다

[동사][타동사][VN] (마약을) 코로 흡입하다

[명사]코웃음, 콧방귀; (말이) 힝힝거리는 소리

[명사](마약을 한 번 코로 흡입할 수 있는) 작은 양[조금]; (마약을) 코로 흡입하기

relent [rɪ|lent]

[동사](거부하다가 마침내) 동의하다

[동사](기세・강도 등이) 수그러들다[누그러지다]

flatly [|flӕtli]

[부사]단호히, 딱 잘라서

[부사]심드렁하게

constable [kɑ́nstəbl, kʌ́nstəbl, kɔ́nstəbl]

[명사]경찰관(= police ~)( police officer)

[명사](성(城)의) 관리 장관

resort  to  something

(다른 대안이 없어서, 특히 좋지 못한 것에) 기대다[의지하다]

resort   to

~에 의지하다

drastic [|drӕstɪk ; 英 또한 |drɑ:stɪk]

[형용사]과감한, 극단적인; 급격한

unleash [ʌn|li:ʃ]

[동사][타동사][VN] ~ sth (on/upon sb/sth) (강력한 반응・감정 등을) 촉발시키다[불러일으키다]

minion [|mɪniən]

[명사](못마땅함 또는 유머) 아랫것, 하인

wraith [reɪθ]

[명사](사람의 사망 직전・직후에 나타나는) 유령

disapprove [|dɪsə
|pru:v]



[동사][자동사][V] ~ (of sb/sth) 탐탁찮아[못마땅해] 하다

solemn [|sɑ:ləm, |sɒləm]

[형용사]사람이 침통한; 근엄한

[형용사](말・행동 등이) 엄숙한

[형용사]종교 의식・공식적인 행사가 엄숙한

leer1 [líər]

[자동사]곁눈질하다, 추파를 던지다; 흘기다 ((at, upon))

[명사]곁눈질, 추파, 심술궂은 눈초리

snappish [snǽpiʃ]

[형용사]꽉 무는

[형용사]딱딱거리는, 무뚝뚝한, 화 잘 내는, 퉁명스런

a snappish reply

퉁명스러운 대답

dither [|dɪðə(r)]

[동사][자동사][V] ~ (over sth) (결정을 못 내리고) 머무적거리다[망설이다]

[명사]머무적거림, 망설임

[명사]초조, 안절부절

irritate [|
ɪrɪteɪt]

[동사]짜증나게 하다, 거슬리다

[동사](피부 등을) 자극하다

sooth [sú:θ]

[명사]U(고어·시어) 진실, 사실, 현실

[형용사]누그러뜨리는, 부드러운

[형용사]진실의, 실제의

crest [krest]

[명사][주로 단수로] ~ (of sth) 산마루, 물마루

[명사](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가문・조직 등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심벌]

[명사](조류 머리 위의) 볏, 관모

[동사][타동사][VN](격식) 꼭대기[정상]에 이르다

[동사][자동사][V](美) 홍수・파도 등이 최고조에 달하다

flint [flɪnt]

[명사]U , C 플린트(쇠에 대고 치면 불꽃이 생기는 아주 단단한 회색 돌)

[명사]C 부싯돌, 부시

clack [klӕk]

[동사][자동사][V] (단단한 두 물체가 맞부딪쳐) 딸깍딸깍[딱딱] 하는 소리를 내다

hammer [|hӕmə(r)]

[명사]TOOL |C (머리 부분이 쇠로 된) 망치[해머]

[명사]IN GUN |C (총의) 공이치기

wraith [reɪθ]

[명사](사람의 사망 직전・직후에 나타나는) 유령

conspirator [kən|spɪrətə(r)]

[명사]공모자, 음모 가담자

toil [tɔɪl]

[동사](장시간) 힘들게[고생스럽게] 일하다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힘겹게) 느릿느릿 움직이다

[명사]U(격식 또는 문예체) 노역, 고역

be gone

[동의어] Get you gone!

(구어) 외출 중이다

confide [kən|faɪd]



[동사]~ (sth) (to sb) (비 을) 털어놓다

flaw [flɔ:]

[명사]~ (in sth) (사물의) 결함

[명사]~ (in sth) (사물의) 흠

[명사]~ (in sb/sth) (사람의 성격적인) 결점[결함]

interject [|ɪntər|dƷekt, |ɪntə|dƷekt]

[동사](격식) 말참견을 하다

traitor [|treɪtə(r)]

[명사]~ (to sb/sth) 배반자, 반역자

bristle [|brɪsl]

[명사]짧고 뻣뻣한 털

[명사](솔의 짧은) 털 한 가닥

[동사]~ (with sth) (at sth) (~에 화가 나서) 발끈하다

[동사]동물의 털이 곤두서다

futility [fju:tíləti]

[명사][U] 무용(無用), 헛됨, 무가치, 무익; [U] 공허

[명사]쓸데없는 사물

[명사]경박한 행동, 무익한 언동, 어리석은 행동, 헛된 노력

soothe [su:ð]

[동사](마음을) 달래다[진정시키다]

[동사](통증 등을) 누그러뜨리다[완화시키다]

predicament [prɪ|dɪkəmənt]

[명사]곤경, 궁지

clank [klӕŋk]

[동사]철커덕하는 소리가 나다[소리를 내다]

snarl [snɑ:rl, snɑ:l]

[동의어] snarl-up

[동사][자동사][V] ~ (at sb/sth) 개 등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다

[동사]~ (sth) (at sb)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서) 으르렁거리다[으르렁거리듯 말하다]

[명사][주로 단수로] (개 등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

[명사][주로 단수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서) 으르렁거림[으르렁거리는 소리]

shackle [|
ʃӕkl]

[동사](…에게) 족쇄[쇠고랑]를 채우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비유적으로) 족쇄를 채우다, (자유로운 말・행동을 못하도록) 구속[제약]하다

croon [kru:n]

[동사](조용히 부드럽게) 노래하다

ghastly [|gӕstli, |gɑ:stli]

[형용사]어떤 일이 무시무시한, 섬뜩한

[형용사](비격식) 경험・상황이 지독한, 끔찍한

[형용사](비격식) 사람・사물이 기분 나쁜, 지독히 싫은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몸[기분]이 안 좋은

[형용사](문예체) (모습이) 송장 같은, 몹시 창백한

clutch1 [klʌ́tʃ]

[명사](꽉) 붙잡음; [보통 pl.] 움켜쥠; 마수(魔手), 수중(手中)

[명사](기계) 클러치, 연축기(連軸機), (기중기의) 갈고랑이, (보트의) 노를 거는 쇠고리

[명사][미·구어] 위기; 핀치(pinch); (시합에 있어서) 최대의 국면

[명사]인색[불쾌]한 사람

[타동사]꽉잡다; 붙들다, 부여잡다

thoroughfare [|θ3:roʊfer, |θʌrəfeə(r)]

[명사](특히 도시의) 주요[간선] 도로



deftly [déftli]

[부사]솜씨 좋게, 교묘히

tug1 [tʌ́ɡ]

[동의어] pull

[동사](세게) 당기다; 끌다

[동사]예인선(曳引船)으로 <배를> 끌다

[동사]<관계없는 이야기 등을> 억지로 끌어들이다

[동사]힘들여서 운반하다(lug)

[자동사]힘껏 당기다, 끌다 ((against, at))

jeer1 [dƷíər]

[자동사]조롱하다, 조소하다, 놀리다, 야유하다 ((at))

[타동사]조소하다, 조롱[희롱]하다

[명사]조롱, 희롱, 빈정거리는 말

swivel [|swɪvl]

[명사][흔히 형용사로 쓰임] 회전 고리(연결된 두 부분 중 한 쪽은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은 회전하게 하는 장치)

[동사](가운데가 고정된 채) 돌다[회전하다]; 돌리다, 회전시키다

[동사](몸・눈・고개를) 홱 돌리다

stock [stɑ:k, stɒk]

[동의어] stock company

[명사]FOR PUNISHMENT |pl. stocks 차꼬(과거 죄수를 매던 형구)

[명사]SUPPLY |U , C (상점의) 재고품[재고]

[명사]FINANCE |C [주로 복수로] 주식

[명사]FARM ANIMALS |U 가축, (농장) 동물

crouch [kraʊtʃ]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몸을) 쭈그리다, 쭈그리고 앉다

[명사]sing. 쭈그리고 앉기

festoon [fe|stu:n]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 sb/sth (with sth) (흔히 축제를 위해 꽃・색종이 등으로) 장식하다

[명사](전구・색종이・꽃 등으로 된) 장식용 줄

mockery [|mɑ:kəri, |mɒkəri]

[명사]U 조롱, 조소

[명사]sing.(못마땅함) (제대로 되지 않은) 엉터리, 흉내에 불과한 것

barred [bɑ́:rd]

[형용사]빗장을 지른

[형용사]가로줄(무늬)가 있는 ((with)); <우표가> 소인이 찍힌

[형용사]모래톱이 있는

ominous [|ɑ:mɪnəs, |ɒmɪnəs]

[형용사]불길한

reek [ri:k]

[동사]지독한 악취를 풍기다

[동사](못마땅함) (의심스러운) 냄새[기미]가 강하게 나다

[명사]sing. 지독한 악취

rot [rɑ:t, rɒt]

[동사](-tt-) (자연스럽게 서서히) 썩다[부식/부패하다]; 썩히다, 부식[부패]시키다

[명사]썩음, 부식, 부패

[명사](구식 英)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appalling [ə|pɔ:lɪŋ]

[형용사]간담을 서늘케 하는, 끔찍한

[형용사](비격식) 형편없는



lumber2

[자동사]쿵쿵 걷다, <전차가> 굉음을 내며 나아가다, 육중하게 움직이다 ((along, by, past, up))

jailer [|dƷeɪlə(r)]

[명사](英 또한 gaol・er)(구식) 교도소장

stale1 [stéil]

[형용사]<음식 등이> 싱싱하지 못한 , 한물간(opp. fresh); <술 등이> 김빠진; <고기·계란 등이> 썩어가는; <빵 등이> 곰
팡내 나는(musty), 딱딱해진

[형용사]<공기가> 퀴퀴한

[타동사-자동사]김빠지(게 하)다, 상하(게 하)다; 시시하(게 하)다

sarcasm [|sɑ:rkӕzəm, |sɑ:kӕzəm]

[명사]U 빈정댐, 비꼼

emit [i|mɪt]

[동사][타동사][VN] (-tt-)(격식) (빛・열・가스・소리 등을) 내다[내뿜다]

cackle [|kӕkl]

[동사][자동사][V] 닭이 꼬꼬댁 울다

[동사](불쾌하게) 낄낄 웃다[키득거리다]

[명사]꼬꼬댁

[명사]낄낄[키득]거림

brat [brӕt]

[명사](비격식 못마땅함) 버릇없는 녀석[애새끼]

recklessly

[부사]무모하게; 개의치 않고

foil2

[타동사]<상대방·계략 등을> 좌절시키다, 뒤엎다(baffle); [고어] <공격을> 물리치다, 저지하다

[타동사](수렵) <짐승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 자취를> 감추다

[명사][고어] 패배, 실망, 좌절; 저지, 저해; 격퇴, 거절

[명사]짐승의 냄새[발] 자취

inferior [ɪn|fɪriə(r), ɪn|fɪəriə(r)]

[형용사]~ (to sb/sth) (…보다) 못한[질 낮은/열등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격식) 하위[하급/손아래]의, 더 낮은[아래의]

[명사](…보다 재능 등이) 못한[못난] 사람; (지위・계급 등에서) 아래 사람, 하급자

thud [θʌd]

[명사]쿵, 퍽, 툭(무거운 것이 떨어질 때 나는 것과 비슷한 소리)

[동사](낮게 둔탁한 소리를 내며) 쿵[퍽/툭] 치다[떨어지다]

[동사][자동사][V](문예체) 특히 심장이 쿵쿵거리다

pathetic [pə|θetɪk]

[형용사]불쌍한, 애처로운

[형용사](비격식 못마땅함) 한심한, 무기력한

tedium [|ti:diəm]

[명사]U 지루함

sap [sӕp]

[명사]U 수액(樹液)

[명사]C(비격식 특히 美) 얼간이, 멍청이

[동사][타동사][VN] (-pp-) ~ sth | ~ sb (of sth) 약화시키다, 차츰 무너뜨리다

notch [nɑ:tʃ, nɒtʃ]

[명사](질・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급수[등급]

[명사](기록 등을 위해 새겨 놓은 V 자나 동그라미) 표시

[동사]V자 모양을 새기다

renounce [rɪ|naʊns]



[동사](직함・직책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단념]하다, 포기를 선언하다

[동사](어떤 신조・행위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버리다[그만두다]

[동사]의절을 선언하다

hunch [hʌntʃ]

[동사](등을) 구부리다

[명사]예감

maneuver(ma·noeu·vre) [mənú:vər]

[명사]책략 , 술책, 공작, 책동, 교묘한 조작[조치]

[명사](군사) 작전 행동

[명사][pl.] 기동 연습

[타동사]연습시키다, 작전적으로 행동하게 하다, 교묘히 이동시키다; 계략을 써서 …하게 하다; 조종하다; <비행기를> 곡
예 비행시키다 ((into, out of, into doing))

[자동사]작전 행동을 취하다, 연습하다; 책략을 쓰다, 책동하다; (교묘하게) 처리하다

numbly

[부사]곱아서

tirade [|taɪreɪd, taɪ|reɪd]

[명사]~ (against sb/sth) 장황한 비난, 장광설

챕터22 - 챕터24

toll1 [tóul]

[타동사]<만종·조종 등을> 울리다, 치다 ((천천히 일정한 사이를 두고))

[타동사]<종·시계가> 치다, <시각을> 알리다

[타동사]<사람의 죽음 등을> 종을 울려 알리다

atop [ə|tɑ:p, ə|tɒp]

[전치사][영국 영어에서는 구식 또는 문예투](특히 美) 꼭대기에, 맨 위에

commotion [kə|moʊʃn, kə|məʊʃn]

[명사]C , U [주로 단수로] 소란, 소동

bargaining chip(英 또한 'bargaining counter)

[명사](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협상 카드

resolute [|rezəlu:t]

[형용사]단호한, 확고한

gourd [gʊrd;gɔ:rd, gʊəd;gɔ:d]

[명사](식물) 박

fuss [fʌs]

[명사]U , sing. 호들갑, 법석, 야단

[명사]sing. (특히 하찮은 것에 대한) 화[불평]

[동사]~ (around) | ~ (with/over sth) 법석[야단/호들갑]을 떨다

[동사]~ (about sth) (하찮은 것을 두고) 안달하다

mush1 [mʌ́ʃ, mʌ́ʃ, múʃ]

[명사]옥수수 죽

[명사]걸쭉한 것[음식]

sheer [ʃɪr, ʃɪə(r)]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크기・정도・양을 강조하여) 순전한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순전한]

[형용사]깎아지른 듯한, 몹시 가파른

[부사]수직으로

reprisal [rɪ|praɪzl]

[명사]C , U 보복, 앙갚음

resent [rɪ|zent]

[동사]분하게[억울하게] 여기다, 분개하다



snobby [snɑ́bi, snɔ́bi]

[동의어] SNOBBISH

거만하다.

[형용사]((-bi·er; -bi·est))

trait [treɪt]

[명사](성격상의) 특성

chisel [|tʃɪzl]

[명사]끌

[동사](끌로) 새기다[깎다]

[동사][타동사][VN] ~ sb (out of sth)(비격식 특히 美) 속이다, (속여서) 뜯어내다

originally [ə|rɪdƷənəli]

[부사]원래, 본래

fluffy [|flʌfi]

[형용사]솜털의, 솜털로 뒤덮인

[형용사]음식이 거품 같은

[형용사]푹신해 보이는, 솜털 같은

swarm1 [swɔ́ːrm]

[동의어] group

[명사](벌·개미 등의) 무리, 떼 ((of)); (특히 분봉하는) 벌떼

[명사][종종 pl.] (사람·동물의) 떼, 무리, 대군(大群), 군중; 많음, 다수 ((of))

[자동사]떼를 짓다, (…에) 들끓다, 많이 모여들다 ((round, about, over))

[자동사]떼를 지어 이주[이동, 집합]하다

feisty [|faɪsti]

[형용사](feist・ier , feisti・est)(비격식 호감) 사람들이 혈기 왕성한, 거침없는

hustle [|hʌsl]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사람을 거칠게) 떠 다[ 치다]

[동사][타동사][VN] ~ sb (into sth)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다

[동사][자동사][V](美 비격식) 난폭하게 굴다; 활기차게 움직이다

burly [|b3:rli, |b3:li]

[형용사]남자나 남자의 몸이 건장한

reinforcement [|ri:ɪn
|fɔ:rsmənt, |ri:ɪn

|fɔ:smənt]

[명사]pl. reinforcements (군대・경찰 등의) 증강 병력[증원 요원]

[명사]U , sing. (특히 감정・생각 등의) 강화

mechanically [məkǽnikəli]

[부사]기계(장치)로, 기계적으로

cringe [krɪndƷ]

[동사](겁이 나서) 움츠리다[움찔하다]

[동사]민망하다

admirable [|
ӕdmərəbl]

[형용사](격식) 감탄[존경]스러운

haughty [|hɔ:ti]

[형용사]거만한, 오만한

quell [kwel]

[동사](반란・소요 등을) 진압[평정]하다

[동사](강렬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라앉히다[누그러뜨리다]

dwarf [dwɔ:rf, dwɔ:f]

[명사](신화 속의) 난쟁이[소인](보통 지하에서 살며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마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됨)

[명사](때로 모욕적) 난쟁이, 왜소증 환자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동식물이 (정상 크기보다) 소형의

[동사][타동사][VN] 왜소해 보이게 만들다



potent [|poʊtnt, |pəʊtnt]

[형용사](사람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강력한]

[형용사](힘이) 센[강한]

percussion [pər|kʌʃn, pə|kʌʃn]

[명사]U 타악기

[명사]sing. (per|cussion section [ C ]) the percussion (오케스트라의) 타악기부

exuberance [iɡzú:bərəns(i), -zjú:-]

[명사][U] 풍부, 충일(充溢); 무성함, 윤택

crooked [|krʊkɪd]

[형용사]비뚤어진, 구부러진

[형용사]부정직한

[형용사]~ (on sb)(호주 영어 비격식) 짜증나는

cudgel [|kʌdƷl]

[명사](무기로 쓰는) 곤봉

[동사][타동사][VN] (-ll- , 美 또한 -l-)(英) 곤봉으로 때리다

colonel [|k3:rnl, |k3:nl]

[명사](Col.) (영국의 해군과 해병대, 미국의 육군・공군・해병대의) 대령

compress [kəm|pres, 美|kɑ:mpres]

[동사]~ (sth) (into sth) 압축하다[되다], 꾹 누르다[눌러지다]

[동사][타동사][VN] ~ sth (into sth) ~을 (~으로) 압축[요약]하다

[동사][타동사][VN](컴퓨터) 압축 파일을 만들다

[명사]압박 붕대

lurch [l3:rtʃ, l3:tʃ]

[동사](갑자기) 휘청하다[휘청거리다]

[동사](공포・흥분으로 가슴이나 속이) 떨리다[요동치다]

[명사][주로 단수로] 휘청함; 요동침

bloodshed [|blʌdʃed]

[명사]U 유혈 사태

bloodshed(ding) [blʌ́dʃèd(iŋ)]

[명사][UC] 유혈; 유혈의 참사, 살해, 학살

bluster [|blʌstə(r)]

[동사]고함치다, 엄포를 놓다

[동사][자동사][V] 바람이 거세게 불다

nimble [|nɪmbl]

[형용사](동작이) 빠른, 날렵한

[형용사]생각이 민첩한, 영리한

yank [jӕŋk]

[동사](비격식) 홱 잡아당기다

revert [rivə́:rt]

[자동사](본래 상태·습관·신앙으로) 되돌아가다 ((to))

[자동사](법) <부동산 등이> 복귀[귀속]하다 ((to))

[자동사](처음 이야기·생각으로) 되돌아가다; 회상하다 ((to))

[타동사]<눈길을> 뒤로 돌리다; <발길을> 돌리다

cowardice [|kaʊərdɪs, |kaʊədɪs]

[명사]U 겁, 비겁

frantic [|frӕntɪk]

[형용사]정신없이[미친 듯이] 서두는[하는]

[형용사](두려움・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닌

stale1 [stéil]



[형용사]<음식 등이> 싱싱하지 못한 , 한물간(opp. fresh); <술 등이> 김빠진; <고기·계란 등이> 썩어가는; <빵 등이> 곰
팡내 나는(musty), 딱딱해진

[형용사]<공기가> 퀴퀴한

[타동사-자동사]김빠지(게 하)다, 상하(게 하)다; 시시하(게 하)다

unprovoked [|ʌnprə|voʊkt, |ʌnprə|vəʊkt]

[형용사]특히 공격이 (상대방의 도발・공격 같은) 정당한 이유 없는

prone [proʊn, prəʊn]

[형용사]~ to sth/to do sth (좋지 않은 일을) 하기[당하기] 쉬운

prone to injury

부상을 당하기 쉬운

[형용사]-prone [형용사에서] …하기[당하기] 쉬운

[형용사](격식) (배를 바닥에 대고) 엎어져[엎드려] 있는

nuzzle [|nʌzl]

[동사](특히 애정 표시로 무엇에) 코[입]를 비비다

squeal [skwi:l]

[동사][자동사][V] (높고 길게) 끼익[꽤액/꺄악] 하는 소리를 내다

[동사](특히 신이 나거나 신경질이 나서) 꽤액 소리를 지르다

[명사]끼익[꽤액/꺄악] 하는 소리

scrub [skrʌb]

[동사]~ sth (down) | ~ (at sth) (보통 비눗물과 솔로) 문질러 씻다[청소하다]

[동사][타동사][VN](비격식) (예정했던 일을) 취소하다

[명사]sing. 문질러 씻기[청소하기]

[명사]U 관목, 덤불

stringy [|strɪŋi]

[형용사]머리카락이 (길고 가늘며 감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한

[형용사]식품이 (씹기 어렵게) 섬유질[힘줄]이 많은

[형용사]사람・신체 부위가 (아주 여위어서) 힘줄이 다 드러나는

washing-up(英)

[명사]설거지

[명사]설거지 그릇들, 설거지감

laughingstock [lǽfiŋstɑ̀k, lɑ́:fiŋstɔ́k]

[명사]웃음거리, 조소의 대상

[명사][주로 단수로] 웃음거리

swoop [swu:p]

[동사]새・비행기가 (특히 공격을 하기 위해) 급강하하다, 위에서 덮치다

[동사]~ (on sb/sth) 특히 경찰・군인이 급습[기습]하다

[명사](새・비행기의) 급강하, 위에서 덮침

[명사]~ (on sth/sb) 급습, 기습

heavy hand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혹독한] 처리[처우]

heavy-handed

[형용사]가혹한, 냉정한

[형용사](불필요하게) 힘을 행사하는, 물리적인

[형용사]사람이 무엇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intimidate [ɪn|tɪmɪdeɪt]

[동사][타동사][VN] ~ sb (into sth/into doing sth) (시키는 대로 하도록) 겁을 주다[위협하다]

intimidated [ɪn|tɪmɪdeɪtɪd]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특정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고) 겁을 내는

oppression [əpréʃən]



[명사]압박, 압제, 억압, 탄압, 학대; 심한 차별

[명사]압박감, 우울, 의기소침; (열병 초기 등의) 나른한 느낌

[명사]고난

[명사](법) 직권 남용죄

carol [|kӕrəl]

[명사]('Christmas |carol) 크리스마스 캐럴

cripple [|krɪpl]

[동사]불구로 만들다

[동사]심각한 손상을 주다,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만들다

[명사](구식 또는 모욕적) 불구자

doting [|doʊtɪŋ, |dəʊtɪŋ]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Recipe

crust [krʌst]

[명사]C , U (빵) 껍질

[명사]C [주로 단수로] (특히 파이의) 윗부분[껍질]

[명사]C , U (특히 속이 부드럽거나 액체가 든 것의) 딱딱한 층[표면]

yolk [joʊk, jəʊk]

[명사]C , U (달걀 등의) 노른자(위)

meringue [mə
|rӕŋ]

[명사]U , C 머랭(달걀 흰자위와 설탕을 섞은 것. 또는 이것으로 구운 과자)

nifty [|nɪfti]

[형용사]솜씨 좋은, 훌륭한

[형용사]실용적인, 쓰기 좋은

speckle [|spekl]

[명사][주로 복수로] 작은 반점

garnish [|gɑ:rnɪʃ, |gɑ:nɪʃ]

[동사][타동사][VN] ~ sth (with sth) (요리에) 고명을 얹다

[명사]C , U 고명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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