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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바로가기� (클릭)� ▲

 영어� 원서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 � � 이를� 활용하면� 원서를� 더욱� 쉽게� 읽고,� 어휘력을� 탄탄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 원본� 출처� :� 스피드� 리딩� 카페� 단어장� 게시판� (http://cafe.naver.com/readingtc/85890)

� � � � 이� 단어장은�대한민국�최저가�인터넷�서점� 『인터파크�외국도서』와의� 제휴를� 통해� 재배포� 되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원서� 읽기� 동호회� 스피드� 리딩� 카페를� 방문해보세요!

이미� 수만� 명의� Reader들이�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adingtc



단어 요약뜻

accompanist 반주자 

acorn 도토리 

alliance 동맹, 결연 

amid 의 한복판에 

amplifier 1 확대하는 사람, 확대하는 것, 확대경 2 증폭기, 앰프 

applaud 1 박수치다 2 에게 박수치다 

ballot 투표용지, 투표 

bicker 1 말다툼하다, 졸졸거리다 2 후두두 떨어지다, 번쩍이다, 깜박이다 

bleacher 1 마전장이, 표백업자, 표백제 2 지붕 없는 관람석 

blur 1 흐리게 하다 2 흐림 

bob 1 재빠르게 움직이기 2 위아래로 움직이다 

booger 1 …한 놈, 일, 코딱지 2 눈곱, 유령, 도깨비 

brigade 여단 

budge 움직이기 시작하다 

bugout 전선 이탈, 적전(敵前) 도망 

burp 1 트림 2 트림하다, 트림을 시키다 

bustling 부산스러운, 떠들썩한, 소란한 

choral 1 합창대의, 합창곡의 2 합창의, 일제히 소리내는 

clamor 시끄러운 외침, 아우성 

cluster 송이 

coalition 연합 

coldshoulder 냉대하다 

comic strip 연재 만화 

controversy 논쟁 

convincing 설득력 있는 

crescent 초승달 

crinkle 1 주름지다, 구기다, 오그라들다 2 주춤하다, 손을 빼다 

crossing guard 건널목 안전 당번 

cubbyhole 1 아늑한 곳, 비좁은 방 2 작은 반침 

culturally 교양으로서, 경작상 

dab 1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쪼다 2 두드려 붙이다 

dashboard 1 진흙받이, 파도막이판 2 계기반, 대시보드 



dead meat 1 식육, 시체 2 빈사 상태 

deafen 귀머거리로 만들다 

debate 1 논쟁하다 2 토론 

detention 1 붙잡아 둠, 저지, 구치, 유치 2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함 

diagram 도형, 도표 

dignity 존엄 

dispute 1 논쟁하다 2 논하다, 토의하다 3 논쟁 

disruption 붕괴 

disruptive 1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2 분열로 일어난 

distract 흐트러뜨리다 

district 지구 

doable 할 수 있는 

double door 양쪽으로 여닫는 문 

double up
둘로 접다[접히다, 접어 개다]; (고통 등이) 몸을 구부리게 하다; 
(슬픔 등이) (사람을) 서지 못하게 하다; 몸을 (거의) 접힐 만큼 굽히다; 
야구 병살하다; 한 방 거처하다, 같이 쓰다 《with》; (방 등이) 겸용이 되다 《as》 

duet 이중창, 이중주 

dweeb 기분나쁜 녀석, 공부벌레 

exceptional 예외적인 

exhilarating 기분을 돋우는, 상쾌한 

extravaganza 1 광시문(狂詩文), 광상곡, 괴이한 이야기, 광태 2 호화찬란한 쇼 

faction 당파, 당쟁 

faculty 능력, 재능, 학부 

fidget 1 안절부절못하다, 안달하다 2 조바심하다, 만지작거리다 

flip out 미치다; 몹시 놀라다 

fluorescent 1 형광성의, 휘황한 2 형광등 

foyer 휴게실, 로비, 현관의 큰 방 

frantic 광란의, 미친 사람 같은 

fray 닳게 하다 

funnel 깔때기, 굴뚝 

funnel cloud 깔때기 모양의 구름 

gag 1 재갈 2 입을 막다 

gale 질풍 

gem 보석 



gob 1 덩어리, 많음, 대량 2 버력, 입속에 가득찬 침 3 침을 뱉다 

grandstanding 유리한 입지를 얻으려는 행동 

grease 그리스 

grid 1 격자, 석쇠, 격자로 된 짐대 2 그리드, 격자 눈금 3 미식축구 경기장 

grovel 1 비굴하게 굴다, 기다 2 엎드리다, 굴복하다 3 빠지다, 취하다 

gymnastic 체조의 

hornet 호박벌, 귀찮게 구는 사람 

immune 1 면한, 면역의, 면제된, 당할 염려가 없는 2 면역자, ímmunize 

intermission 휴식 시간 

interval 간격, 틈 

jolt 갑자기 세게 흔들다 

juggle 요술을 부리다 

jumble 뒤범벅을 만들다 

lame 절름발이의 

lieutenant 상관 대리, 중위 

litter 어질러진 물건, 난잡 

log (record, diary) 기록, 일지(日誌). 

long shot 1 원사(遠寫), 모험을 건 시도 2 승산이 없는 말 

lump 덩어리 

lumpy 1 덩어리진, 덩어리 투성이의, 울퉁불퉁한 2 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menorah 7개의 가지가 있는 장식 촛대 

mill 1 제조 공장, 물방앗간 2 맷돌로 갈다, 빻다 

milling 맷돌로 갈기, 제분, 프레이즈반으로 깎기 

moron 저능아, 바보, 정신 박약자 

muddle 혼란시키다 

muffled 소리가 차단된, 소리를 죽인 

mule 노새 

nerd 얼간이, 멍텅구리,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 사람 

nosy 1 향긋한 2 코가 큰 사람, 코주부 

nursery 육아실 

octagon 8변형, 8각형, 8각당 

orbit 궤도 



outcast 1 쫓겨난, 버림받은, 의지할 곳 없는, 집 없는 2 거절당한 

palmer 성지 순례자 

paralyze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petition 1 청원, 탄원 2 청원하다 

pitch 피치 

pivot 추축 

platform 대, 플랫폼 

plead 1 변호하다 2 변론하다 

poke 찌르다 

presence 존재, 출석 

pulley 도르래 

raid 습격 

rant 1 고함치다, 폭언하다, 장담하다 2 야단치다, 열광적으로 설교하다 

recruit 신병, 신입 회원 

refrain 그만두다, 삼가다 

rehearsal 리허설 

remotely usually in negative sentences to a very slight degree 

resemble 을 닮다 

restore 1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복직시키다 2 되돌려 주다 

riffle 1 강의 물살이 빠른 곳 2 펄럭펄럭 넘기다, 잔물결이 일다 

rigmarole 1 시시하고 장황한 이야기 2 시시한, 장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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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r 보는 사람 

s e w i n g 
machine

재봉틀, 제본(製本) 재봉틀 

sift 체로 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sizzle 1 지글거리다, 찌는 듯이 덥다 2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다 

slack 늘어진, 되는대로의 

slur 1 경시하다, 간과하다, 얼버무리다, 눈감아 주다 2 말을 빨리 분명치 않게 하다 

smirk 1 능글능글 웃다 2 능글맞은 웃음 

snare drum (향현(響弦) 달린) 작은 북 

sneer 비웃다 



snoop 1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 2 꼬치꼬치 캐다 

soloist 독주자, 독창자 

sortout 정리, 정돈 

splinter 쪼개진조각 

spontaneous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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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r 1 박차, 자극 2 박차를 가하다, 몰아대다 

squabble 1 승강이하다, 말다툼하다 2 뒤섞어 버리다 3 싸움, 말다툼 

squat 웅크리다, 쪼그리고 앉다 

squirm 1 꿈틀거리다, 옴죽거리다, 몸부림치다 2 우물쭈물하다, 어색해하다 

stab 찌르다 

stall 마구간 

stow 1 실어 넣다, 싣다, 집어넣다 2 가득 채우다, 채워 넣다 

stowaway 밀항자, 무임승차자, 무임 승선자 

streamer 흐르는 것 

stub 그루터기 

tattletale 1 수다쟁이, 고자쟁이 2 고자질하는, 비밀을 폭로하는 

thaw 녹다 

think on one’s 
feet

순간적으로 판단하다, 지체 없이 대답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tick away of time to pass, especially when you feel it is passing too quickly or too slowly 

tide 조수, 풍조 

tiff 1 사소한 말다툼, 언짢음, 부아 2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tipoff 1 비밀 정보, 주의, 경고 2 조언, 암시, 외부에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 

tolerant 관대한 

toll 사용세 

tow 잡아당기다, 끌다 

transition 변천 

trudge 터덕터덕걷다 

tuneout 청취자를 불쾌하게 하여 프로를 듣지 않게 하는 요소 

tussle 격투, 난투, 분투 

tutor 가정교사 

twang 1 윙, 콧소리, 코멘 소리 2 비음 섞인 억양 3 윙하고 울리다 



tweedle 1 강약 변화가 풍부한 높은 소리를 내다 2 음악으로 꾀다 

ultimate 최후의 

uncharted 해도에 없는, 미지의, 미답(未踏)의 

utility 유용 

visionary 환영의 

voyage 항해 

wacky 1 괴팍스러운, 별난 2 별난 사람 

wad 1 뭉치, 틈을 메우는 물건 2 작은 뭉치로 만들다 

wag 1 흔들다 2 흔들리다 

walkietalkie 워키토키 

wasp 말벌 

whine 구슬피 울다 

whiz 윙 

wisecrack 재치 있는 말, 경구(警句) 

worship 1 예배, 숭배 2 예배하다, 숭배하다 

wrangle 말다툼하다 

yearning 1 동경 2 동경하는, 그리는 

zone out …을 의식에서 지우다, 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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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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