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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밀로

<Introduction>
단어
less
thriving
ingenious
whaler
war correspondent
spiritualist
convict
significance
Boswell
submit
inspection
raconteur
connoisseur
battered
dispatch box
valiant
mightily
calumniate
tanglefoot
boozy
Bluebeard
sundry
slanderous
imposture
vignette
baffle
poseur
corpulent
ineffectual
bumble
foil
mop
sardonic

발음
lés
θráiviŋ
indƷíːnjəs
h wéilər
spíritʃuəlist
kənvíkt
siɡnífikəns(i)
bɑ́zwèl, -wəl
səbmít
inspékʃən
ræ̀kəntə́ːr
kɑ̀nəsə́ːr , -súər
bǽtər d
vǽljənt
máitə li
kəlʌ́mnièit
tǽŋɡlfùt
búːzi
-bìər d
sʌ́ndri
slǽndərəs
impɑ́stʃər
vinjét
bǽfl
pouzə́ːr
kɔ́ːr pjulənt
ìniféktʃuəl
bʌ́mbl
fɔ́il
mɑ́p
sɑːr dɑ́nik

요약뜻
1 보다 적은 2 보다적은 수 3 보다 적게, 적게
1 번성하는, 번화한, 성대한 2 잘 자라는, 무성한
재간있는, 독창적인
고래 잡는 사람, 포경선
종군 기자
1 강신술사, 무당, 정신주의자 2 유심론자
…에게 유죄를 입증하다
중요
보즈웰 James ~
복종시키다, 제출하다
정밀 검사
이야기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감정가, 감식가, 권위자, …통
1 박살난, 뭉거진, 오래 써서 낡은 2 지쳐서 초라해진
송달함
용맹스런
강하게, 맹렬히, 대단히
비방하다, 중상하다
독한 술, 싸구려 위스키, 국화과(科)의 잡초의 일종
술 취한, 술을 많이 마시는
푸른 수염의 사나이
가지가지의
중상적인, 비방적인
사기 행위, 사기, 협잡
(책의 속표지나 장(章) 머리와 끝 등의) 작은 장식 무늬
당황하게 하다, 좌절시키다
허식가(虛飾家), 젠체하는 사람
뚱뚱한, 비만한
1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무익한 2 무력한
1 실패하다, 실수하다, 비틀거리다 2 더듬거리며 말하다
박
자루걸레
냉소적인, 조롱하는, 비꼬는

whim
lampoon
trusty
pseudo
scholarship
misconception
malice
blanch
crucial
buffer
fixture
abhor
proponent
banana skin
brodie
brawn
groundling
analytical
antecedent
ape
prolong
bungling
spectral
impetuous
propensity
egocentric
Richard Harding Davis
dispatch
guileless
chronicler
refer
Berkshire
Maiwand [Pakistan]
apologetic
infer
jezail
fatal
bout
enteric
dysentery
speculate
conjecture
colonial
lath
moustache
moustache
boast
subsequent
frenzied

h wím

bróudi
brɔ́ːn
ɡráundliŋ
|ænə|lɪtɪkl
æ̀ntəsíːdnt
éip
prəlɔ́ːŋ, -lɑ́ŋ
bʌ́ŋɡliŋ
spéktrəl
impétʃuəs
prəpénsəti
ìːɡouséntrik, èɡ

변덕
1 풍자문 2 글로써 풍자하다, 풍자문으로 비방하다
1 믿음직한 2 믿을 만한 사람
1 허위의, 가짜의, 모조의 2 꾸며 보이는 사람
학문, 장학금
오해, 잘못된 생각
악의
희게 하다
결정적인, 중대한
1 완충기(버퍼, 완충 기억 장치 2 완화하다, …의 완충물이 되다
정착물
몹시 싫어하다
1 제의자, 변호자, 지지자 2 유언 검인(檢認) 신청자
바나나 껍질, 재난을 초래하는 것
투신 자살, 대실패, 큰 실수
1 근육, 근력(筋力), 완력 2 헤드치즈
지상 가까이에 사는 동물
1)[형용사][사고가] 분석적인
1 앞서는 2 전례
1 유인원 2 흉내내다
늘이다
서투른
유령의
맹렬한
경향, 성향, 편애, 편파
1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2 자기 주의자

dispǽtʃ
ɡáillis
krɑ́niklər
rifə́ːr
bɑ́ːr kʃìər , -ʃər

1 급파하다, 재빨리 해치우다 2 급파
교활하지 않은, 정직한
연대기 작자, 기록자
1 알아보도록 하다, 위탁하다 2 참고하다, 언급하다, 문의하다
버크셔 주, 버크셔 원산의 검은 돼지

əpɑ̀lədƷétik
infə́ːr

사죄의
추론하다

féitl
báut
entérik
dísəntèri
spékjulèit
kəndƷéktʃər
kəlóuniəl
lǽθ, lɑ́ːθ
mʌ́stæʃ, məstǽʃ

치명적인, 운명의
한판 승부
장(腸)의
이질, 설사
사색하다, 투기하다
어림짐작
식민의
1 외(椳), 욋가지, 외(椳) 비슷한 것 2 욋가지 엮음을 대다
→mustache
콧수염.
1 자랑하다 2 자랑
다음의, 그 후의
열광적인, 광포한

læmpúːn
trʌ́sti
súːdou
skɑ́lər ʃìp
mìskənsépʃən
mǽlis
blǽntʃ, blɑ́ːntʃ
krúːʃəl
bʌ́fər
fíkstʃər
æbhɔ́ːr
prəpóunənt

bóust
sʌ́bsikwənt
frénzid

debate
callous
swordsman
matrimony
beckon

dibéit
kǽləs
sɔ́ːr dzmən
mǽtrəmòuni
békən

1 논쟁하다 2 토론
굳은
1 검객, 검술가, 군인, 병사 2 무사
결혼
손짓으로 부르다

canard

kənɑ́ːr d

1 헛소문, 유언비어, 오리 2 비행기의 날개 앞쪽이나 동체 앞부분에 단 작
은 날개

supposition
bereavement
allude
querulous
desertion
trash
treatise
periodical
attest
relegate
bin
speculation
mix
horsewhip
cad
seclusion
sanctimony
denigrate
rightly
overload
narrative

sʌ̀pəzíʃən
biríːvmənt
əlúːd
kwérj uləs
dizə́ːr ʃən
trǽʃ
tríːtis
pìə riɑ́dikəl
ətést
réləɡèit
bín
spèkjuléiʃən
míks
-h wìp
kǽd
siklúːƷən
sǽŋktəmòuni
déniɡrèit
ráitli
òuvər lóud
nǽrətiv

상상
여읨, 사별
암시하다, 언급하다
투덜거리는, 불평이 많은, 성마른
1 내버림, 유기 2 탈영, 탈주, 의무 불이행 3 처자 유기, 황폐
폐물
논문
1 정기 간행의 2 정기 간행물
1 증명하다 2 증언하다
…을 내려앉히다, 격하시키다, 하위 리그로 격하시키다
큰 상자
사색, 투기
1 섞다, 만들다 2 섞이다, 사이좋게 어울리다
1 말채찍 2 채찍으로 때리다, 호되게 벌주다
비열한 사람
격리, 은둔
독실한 체함, 독실한 신자인 체함
1 검게 하다, 더럽히다 2 모욕하다, 훼손하다, 헐뜯다
정확히, 바르게, 마땅히
…에 짐을 너무 많이 싣다
1 이야기 2 이야기체의

jargon

dƷɑ́ːr ɡən, -ɡɑn

ethics
readiness
quest
admittedly
staid
practice
swashbuckler
notwithstanding
mastery
marksman
marksmanship
quicken
irritability
ineffable
twaddle
destructive
rueful
compulsive

éθiks
rédinis
kwést
ædmítidli, ədstéid
prǽktis
-bʌ̀klər
nɑ̀twiðstǽndiŋ, -wi
mǽstəri, mɑ́ːsmɑ́ːr ksmən
|mɑ:rkkwíkən
ìrətəbíləti
inéfəbl
twɑ́dl
distrʌ́ktiv
rúːfəl
kəmpʌ́lsiv

1 변말, 은어, 전문어, 전문어투성이의 말 2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다
윤리학
준비가 되어 있음
탐색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 STAY의 과거·과거분사 2 침착한, 성실한, 확정된, 안정된
1 습관, 실행 2 연습하다, 실행하다 / 개업
1 뻐기는 사람, 깡패 2 무모한 사람
에도 불구하고
지배, 숙달
1 사격의 명수, 저격병, 사수(射手) 2 하급 사수
skill in shooting
빠르게 하다, 활기 띠게 하다
화를 잘 냄, 성급함, 자극 감수성, 과민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 쓸데없는 소리, 시시한 저작, 졸작 2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파괴적인, 해를 끼치는
1 후회하는, 슬픔에 잠긴 2 가엾은, 애처로운
강제적인

wedded
dissolution
urge
conquer
sport
placebo
hansomcab
stakeout
insidious
addiction
withhold
singlehanded
wean
needle
rheumatic
beekeeper
idiosyncratic
criminology
score
verbally
truculent
withering
render
pique
quarrelsome
erroneous
invalid
canon
frailty
oddity
albeit
outset
yellowback
ballast
reassuring
masculine
misogyny
face value
arid
selfconscious
propagate
seance
conduct a seance

wédid
dìsəlúːʃən
ə́ːr dƷ
kɑ́ŋkər
spɔ́ːr t
pləsíːbou
합승마차
-àut
insídiəs
ədíkʃən
wiθhóuld, wið-hǽndid
wíːn
níːdl
ruːmǽtik, rum-kìːpər
ìdiousiŋkrǽtik, krìmənɑ́lədƷi
skɔ́ːr
və́ːr bəli
trʌ́kjulənt, trúːkwíðəriŋ
réndər
píːk
kwɔ́ːrəlsəm
iróuniəs
ínvəlid
kǽnən
fréilti
ɑ́dəti
ɔːlbíːit
áutsèt
jéloubæ̀k
bǽləst
rìːəʃúə riŋ
mǽskjulin
misɑ́dƷəni, mai-

Houdini

huːdíːni

후디니 Harry ~(1874-1926) (본명 Ehrich Weiss; 헝가리 태생의 미국인
마술사)

endearing
astute
approachable

indíə riŋ, enəstj úːt, æsəpróutʃəbl

사람의 마음을 끄는
기민한, 눈치 빠른, 교활한
가까이하기 쉬운, 사귀기 쉬운

ǽrid
sélfkɑ́nʃəs
prɑ́pəɡèit
séiɑːns

결혼한
해산, 분해
몰아대다, 죄어치다
정복하다
스포츠, 위안
플라시보, 위약(僞藥), 일시적 위안의 말
A two-wheeled horse-drawn carriage, on-ce used as a vehicle for hire

1 감시, 감시 장소 2 감시인
교활한, 음흉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탐닉, 중독, 열중, 몰두
억누르다, 보류하다
한 손의, 혼자 힘의, 단독의, 독립의
젖을 떼다, 이유(離乳)시키다
1 바늘 2 바늘로 꿰매다
류머티즘의, 류머티즘에 걸린, 류머티즘에 걸리게 하는
양봉가
1 특유한, 기이한, 색다른 2 특이 체질의
범죄학, 형사학
1 득점, 점수 2 득점하다
1 언어로, 말로, 축어적으로 2 동사로서, 동사적으로
1 흉포한, 잔인한, 거친, 통렬한 2 공격적인, 호전적인, 파괴력이 있는
시들게 하는, 위축시키는, 움츠러들게 하는
…을 …하게 하다
화
싸우기 좋아하는
잘못된
병약한
교회법
여림
1 괴상함, 기이함, 괴벽, 편벽 2 괴짜, 기인(奇人), 별스러운 물건
비록 …이기는 하나
착수
노란 표지책
밸러스트
안심시키는, 용기를 돋우는
남자의
여자를 싫어함
액면가, 권면액(券面額), 표면상의 가치
건조한
자의식이 강한
번식시키다
집회, 회, 강신술(降神術)의 모임
강령회를 열다

aloof
awesome
sacrifice
highwire
stunt
sorely
blanch
confederate
perpetual
helpmate
herein
enviable
flush
embark
intrigue
stark
callow
felony
wily
gullible
redoubtable
chromosome
peril
reptilian
colonel
elemental
pragmatism
bluff
tyranny
bizarre
cutter
sock away
come away
a flat fee
publication
condemnation
ambush
slaughter
disparage
sage
fisher
indict
pip
digression
omniscient
leapfrog
incarnadine
bring out a book
rousing

əlúːf
ɔ́ːsəm
sǽkrəfàis
háiwàiər
stʌ́nt
sɔ́ːr li
blǽntʃ, blɑ́ːntʃ
kənfédə rət
pər pétʃuəl
hélpmèit
híə rìn
énviəbl
flʌ́ʃ
imbɑ́ːr k, emintríːɡ, -́stɑ́ːr k
kǽlou
féləni
wáili
ɡʌ́ləbl
riːdáutəbl
króuməsòum
pérəl
reptíliən, -ljən
kə́ːr nl
èləméntl
prǽɡmətìzm
blʌ́f
tírəni
bizɑ́ːr
kʌ́tər

pʌ̀bləkéiʃən
kɑ̀ndemnéiʃən, ǽmbuʃ
slɔ́ːtər
dispǽridƷ
séidƷ
fíʃər
indáit
diɡréʃən, daiɑmníʃənt
líːpfrɔ́ːɡ, -frɑ̀ɡ
inkɑ́ːr nədàin, ráuziŋ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굉장한, 아주 멋진
1 산 제물을 바침, 희생 2 희생으로 바치다, 희생하다
위험이 큰, 대담한
묘기
쓰려
희게 하다
동맹한
영속하는, 영구의, 끊임없는
협력자, 후원자, 내조자, 배우자
여기에
샘나는, 부러운
1 확 붉어지다, 왈칵흘러나오다 2 붉히다, 왈칵 흘리다
태우다
1 음모 2 음모를 꾸미다
황량한, 적나라한
1 깃털이 아직 다 나지 않은 2 부정(不整) 성충
중죄
꾀가 많은, 약삭빠른
잘 속는
무서운, 가공할, 외경스러운, 당당한
염색체
위험
1 파충류의, 비열한 2 파행 동물, 파충류 동물
대령
요소의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실리주의, 현실주의
절벽의
전제 정치, 포학
기괴한, 이상야릇한
베는 사람
돈을 따로 떼어 두다
떨어지다; 주로 영 (식물이) 피다
고정[일률] 수수료
발표, 출판
비난
1 매복 2 매복하다, 매복하여 습격하다
도살
얕보다, 깔보다, 헐뜯다, 험담하다
1 슬기로운 2 현자
포어성(捕魚性) 동물
기소하다, …의 비난하다, 나무라다
1 총알로 쏘다, 배척하다 2 좌절시키다, 방해하다, 지우다
지엽으로 흐름, 여담
1 전지의, 박식한 2 전지의 신
1 등 짚고 넘기 2 등 짚고 넘기를 하다 3 뛰어넘다
1 살색의, 연분홍색의 2 살색, 연분홍색 3 붉게 물들이다
책을 출판하다
1 각성시키는, 고무하는 2 흥분시키는, 타오르는 3 열렬한

Guignol
aborigine
blowpipe
breathtaking
curative
obtainable
uncut
conservative
objection
disturbing
narcotic
indulgence
strand
parlor
copious
recount
singular
Teutonic
literary
consummate
revamp
periodical
flagging
premiere
contemplate
commission
revelation
Martian
respectively
demise
exploit
manor house
canine
poll
china blue
appetite
whet
materialization
stolid
amanuensis
tend
magnum
opus
presumably
don
earflap
cesspool
sanguinary
constitute

ɡinjɔ́ːl
æ̀bərídƷənìː
-pàip
bréθtèikiŋ
kjúə rətiv
əbtéinəbl
ʌ̀nkʌ́t
kənsə́ːr vətiv
əbdƷékʃən
distə́ːr biŋ
nɑːr kɑ́tik
indʌ́ldƷəns
strǽnd
pɑ́ːr lər
kóupiəs
rikáunt
síŋɡjulər
tj uːtɑ́nik
lítərèri
kɑ́nsəmèit
rìːvǽmp
pìə riɑ́dikəl

기뇰 (인형극 중의 어릿광대명)
원주민, 토착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취관(吹管),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대통
아슬아슬한
1 병에 잘 듣는, 치료의 2 의약, 치료법
입수 가능한
1 자르지 않은, 깎지 않은 2 삭제하지 않은, 완전판의
보수적인
반대
1 불안하게 하는, 불온한, 교란시키는 2 방해가 되는
마취약의
마음대로 하게 함
1 좌초시키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2 좌초하다
응접실
풍부한
자세히 말하다
남다른, 둘도 없는
1 튜턴 사람의, 독일 의 2 튜턴 말, 게르만 말
문학의
완성하다
1 개조하다, 가죽을 갈다, 조각을 대어 깁다 2 맞잇기, 맞붙임
1 정기 간행의 2 정기 간행물
1 포장(鋪裝), 판석류(板石類) 2 판석 포장도로
primíər , -mjέər
1 초일, 첫날, 특별 개봉 2 주연 여배우 3 초연을 하다
kɑ́ntəmplèit, -tem- 심사숙고하다, 응시하다
kəmíʃən
위임, 임무
rèvəléiʃən
폭로
mɑ́ːr ʃən
1 화성인 2 군신 마르스의, 화성의
rispéktivli
각각
dimáiz
1 붕어(崩御), 서거, 사망 2 권리 양도, 계승, 양위 3 소멸, 종말
iksplɔ́it
개척하다, 개발하다, 착취하다
장원 영주의 저택
kéinain
1 갯과(科)의, 개 같은, 송곳니의 2 송곳니, 갯과의 동물
póul
1 투표, 여론 조사 2 투표하다
차이나 블루, 밝은 녹청색
ǽpətàit
식욕
h wét
갈다, 자극하다
mətìə riəlizéiʃən
구체화, 체현
stɑ́lid
멍청한, 무신경의
əmæ̀njuénsis
필기자, 필생(筆生), 비서
ténd
경향이 있다, 향하다
mǽɡnəm
1 큰 술병, 그 양 2 매그넘 탄약통
óupəs
작품 번호
prizúːməbli
아마
dɑ́n
문어 (옷·모자 등을) 입다, 쓰다(opp. doff)
íər flæ̀p
방한모의 귀덮개, 귓바퀴, 귓불
séspùːl
오수 구덩이, 불결한 장소
sǽŋɡwənèri
1 피비린내 나는, 피투성이의 2 잔인한, 살벌한, 지독한
kɑ́nstətj ùːt
구성하다

marrow
denouement
crooked
home
winning
relate
hang for
bludgeon
cadaver
transfix
harpoon
to one’s credit
cipher
infinitely
hence
sleuth
Valhalla
compatriot
mustard
cluttered
pheasant
artistic
temperament
overlong
fairness
timbre
symbiosis

mǽrou
dèinuːmɑ́ːŋ
krúkid
hóum
wíniŋ
riléit

골수, 정수
대단원, 해결, 낙착
구부러진, 기형의, 부정직한
1 자기의 집, 집, 가정, 고향 2 가정의, 본국의 3 자기 집에, 돌아가
1 획득, 승리 2 이긴
이야기하다, 관계시키다
-로 교수형 당하다
blʌ́dƷən
1 몽둥이 2 몽둥이로 치다, 괴롭히다, 들볶다 3 강제로 시키다
kədǽvər
송장, 시체
trænsfíks
그 자리에 못박히게 하다
hɑːr púːn
작살
…의 명예가 되게, 기특한[하게도]
sáifər
영, 암호
ínfənətli
1 무한히, 대단히, 몹시 2 훨씬
héns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부터
slúːθ
1 형사, 탐정 2 …의 뒤를 쫓다, 추적하다
vælhǽlə, vɑːlhɑ́ː 발할라 (Odin 신(神)의 전당, 국가적 영웅을 모신 사당)
kəmpéitriət
1 동포, 동료 2 같은 나라의, 동포의
mʌ́stər d
겨자
klʌ́tər d
어질러져 있는, 뒤죽박죽의
féznt
꿩
ɑːr tístik(əl)
예술적인, 예술의
témpə rəmənt, 기질
óuvər lɔ́ːŋ
1 너무 긴 2 너무 길게, 너무 오랫동안
fέər nis
공평, 살결이 흼
tǽmbər , tím음색(音色), 음질, 특징, 특색
sìmbióusis, -bai- 1 공생(共生), 공동 생활, 공생 관계 2 협력 관계

셜록홈즈 1권 (주홍색연구)
3

- 돈까밀로

reminiscence [|remɪ|nɪsns]
[명사]C [주로 복수로] 추억담, 회상담
[명사]U 추억[회상](하기)
[명사]C [주로 복수로] (비슷한 다른 것을) 연상시키는 것
|

attach [ə tӕtʃ]
[동사][타동사][VN] ~ sth (to sth) 붙이다, 첨부하다
[동사][타동사][VN] ~ importance, significance, value, weight, etc. (to sth) (~에) 중요성, 의미, 가치,
무게 등을 두다
[동사][타동사][VN] ~ yourself to sb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러붙다
[동사]~ to sb/sth(격식) 연관되다; 연관짓다, 부여하다
|

regiment [ redƷɪmənt]
[명사](군대의) 연대
[명사](격식) (사람・사물의) 다수
|

campaign [kӕm peɪn]
[명사]~ (against/for sth) 캠페인, (사회・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활동]
[명사]군사 작전[행동]
|

brigade [brɪ geɪd]
[명사](군대의) 여단
[명사][주로 단수로](흔히 못마땅함) (항상 어떤 어구 뒤에 쓰여) 단체
1

graze [ɡréiz]
[자동사]<가축이> 풀을 뜯어먹다 , 목장에서 풀을 먹다; 방목하다
[자동사]식사하다
[타동사]<가축이 생풀을> (뜯어)먹다
graze

2

[타동사-자동사]가볍게 닿으며[스치며] 지나가다, 스치다 ((along, through, by, past)); 스쳐 벗겨지게 하
다[벗겨지다] ((against))
[명사]스치기, 스쳐 벗겨지기; 찰과상
subclavian [sʌbkléiviən]
[형용사](해부) <동맥·정맥 등이> 쇄골(clavicle) 밑의; 쇄골하(下) 동맥[정맥]의
[명사](해부) 쇄골 하부, 쇄골하 동맥[정맥]
|

|

artery [ ɑ:rtəri, ɑ:təri]
[명사]동맥
[명사](사회의) 동맥(도로・강・철도 등)
packhorse [|pӕkhɔ:rs, |pӕkhɔ:s]
|

[명사]짐 나르는 말

|

orderly [ ɔ:rdərli, ɔ:dəli]
[형용사]정돈된, 정연한
[형용사](행동이) 질서 있는; 평화로운
[명사](군대의) 잡역병
[명사](병원의) 잡역부
undergo [|ʌndər|goʊ, |ʌndə|gəʊ]
[동사][타동사][VN] (under・went / -'went / under・gone / -'gQn ; 美 -'gOːn ; -'gAːn /) (특히 변화
・안 좋은 일 등을) 겪다[받다]
1

rally [rǽli]
[동사]<흩어진 군대·집단 등을> 다시 불러 모으다 , 규합하다, 모집하다, 재결집하다
[동사]<정력을> 집중하다; <체력·기력 등을> 회복하다; 고무하다, 자극하다
[자동사]다시 모이다 ((for)), 다시 집결하다; 집합하다, 단결하다; 지원하러 모이다

[자동사]회복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from)); <시장·경기가> 회복되다
Rally!

집합!

|
improve [ɪm pru:v]
so far

[동사]개선되다, 나아지다;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비격식) (제한된) 어느 정도까지만
so far
지금까지[이 시점까지]
bask [bӕsk, bɑ:sk]
[동사][자동사][V] ~ (in sth) (특히 햇볕을 기분 좋게) 쪼이다
4

|

enteric [en terɪk]
[형용사](의학) 장(腸)의
convalescent [|kɑ:nvə|lesnt, |kɒnvə|lesnt]
[형용사]요양[회복]의; 요양[회복] 중인
|
|
emaciated [ɪ meɪʃieɪtɪd ; ɪ meɪsieɪtɪd]
[형용사]쇠약한, 수척한

despatch = dispatch
|
dispatch(英 또한 des・patch) [dɪ spӕtʃ]
[동사]~ sb/sth (to…)(격식) (특히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내다[파견하다]

[동사]~ sth (to sb/sth)(격식) (편지・소포・메시지를) 보내다[발송하다]
[명사]U(격식) 파견; 발송
irretrievable [|ɪrɪ|tri:vəbl]
[형용사](격식) 돌이킬[회수할] 수 없는
|
|
paternal [pə t3:rnl, pə t3:nl]
[형용사]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형용사]부계의
kith [kíθ] = [명사]KIN
kin [kɪn] [명사]pl.(구식 또는 격식) 친족, 친척
gravitate [ɡrǽvətèit]
[자동사]인력에 끌리다; <물건이> 가라[내려]앉다(sink) ((toward, to)); <사람 등이> (…에) 자연히 끌리다
((toward, to))
[타동사]중력으로 내려[가라]앉히다
cesspool [séspù:l]
[명사](지하의) 오수 구덩이[저수지]
[명사]불결한[타락한] 장소 ((of))
lounger [láundƷər]
[명사]거니는 사람
irresistible [|ɪrɪ|zɪstəbl]
[형용사]억누를[저항할] 수 없는
[형용사]~ (to sb) (너무 매력적이어서) 거부할 수가 없는, 너무 유혹적인
drained [dreɪnd] [형용사][대개 명사 앞에는 안 씀] 진이 빠진
|

|

metropolis [mə trɑ:pəlɪs, mə trɒpəlɪs]
[명사]주요 도시(흔히 한 국가나 행정지역의 수도)
rusticate [rʌ́stikèit]
[자동사]시골로 은퇴하다; 시골에서 살다
[타동사]시골로 보내다
[타동사]시골풍으로 하다
[타동사](석공) <벽면의 돌을> 건목치다
[타동사](영 대학) 정학 처분하다
alteration [|ɔ:ltə|reɪʃn]

[명사]C 변화, 개조
[명사]U 고침, 변경 (행위)
|

pretentious [prɪ tenʃəs]
[형용사](못마땅함) 허세 부리는, 가식적인
a dresser
외과 조수外科助手
exuberance [iɡzú:bərəns(i), -zjú:-]
[명사][U] 풍부, 충일(充溢); 무성함, 윤택
|
hansom [ hӕnsəm]
|

[명사](또한 hansom cab) (말 한 필이 끄는 2인승) 2륜 마차
undisguised [|ʌndɪs|gaɪzd]
[형용사]특히 감정이 숨김없는
lath [lӕθ, lɑ:θ]
[명사](pl. laths / lAːTs ; 美 læDz /) 외, 욋가지(지붕이나 벽에 회반죽을 바르기 위해 엮어 넣는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5

commiserate [kə|mɪzəreɪt]
[동사]~ (with sb) (on/about/for/over sth) (화가 났거나 실망한 사람에게) 위로[동정]를 표하다
By Jove

놀랐어!

by Jove

(구식, 비격식, 특히 英) (놀람을 나타내어) 어이쿠; (진술을 강조하여) 정말로[천만에]

|
|
enthusiast [ɪn θu:ziӕst, ɪn θju:ziӕst]
[명사]열광적인 팬

[명사]열렬한 지지자
go in for something
(英) (시험에) 응시하다; (대회에) 참가하다
~에 관심[취미]이 있다
|
anatomy [ə nӕtəmi] [명사]U 해부학
|
|
desultory [ desəltɔ:ri, desəltri]
[형용사](격식) 두서없는, 종잡을 수 없는
|

eccentric [ɪk sentrɪk]
[형용사]괴짜인, 별난, 기이한
|

amass [ə mӕs]
[동사][타동사][VN] 모으다, 축적하다
out-of-the-way
[형용사]벽지의
6

mealymouthed [mí:limàuðd, -màuθt, -màuðd]
[형용사]완곡하게 말하는, 말주변이 좋은
mealy-mouthed
[형용사](못마땅함)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inexpressible [|ɪnɪk|spresəbl]
[형용사]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pinch [pɪntʃ]
[명사]SMALL AMOUNT | 자밤(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 끝으로 한 번 집을 만한 분량)
[동사]WITH THUMB AND FINGER |[타동사][VN] (손가락으로) 꼬집다
|

alkaloid [ ӕlkəlɔɪd]
[명사](생물 또는 의학) 알칼로이드, 식물 염기
malevolence [məlévələns]
[명사]U 악의, 나쁜 마음, 적의, 증오(hatred)
|
readiness [ redinəs]
[명사]U ~ (for sth) 준비가 되어 있음

[명사]U , sing. ~ (of sb) (to do sth) 기꺼이 하려는 상태
dissecting room 해부실
|

bizarre [bɪ zɑ:(r)]
[형용사]기이한, 특이한
beat the subjects
(둘러서 말하다) hint (at), beat about[around《미》] the bush, make a roundabout statement, resort to
circumlocution, get around[skirt] a subject
|

verify [ verɪfaɪ]
[동사](진실인지・정확한지) 확인하다
[동사]입증하다, (진실이라고・정확하다고) 확인해[말해] 주다
7

vista [|vɪstə]
[명사](문예체) (아름다운) 경치, 풍경
[명사](격식) 전망, 앞날
|

|

whitewash [ waɪtwɑ:ʃ;-wɔ:ʃ, waɪtwɒʃ]
[명사]U (초크나 석회로 만든) 백색 도료
[명사]U , sing.(못마땅함) (불쾌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
[동사]백색 도료를 바르다
2

dun
[형용사]암갈색의
[형용사]어둠침침한, 우울한 (gloomy)
[명사]암갈색
branch [brӕntʃ, brɑ:ntʃ]
[동사][자동사][V] (둘 이상으로) 갈라지다[나뉘다]
[명사]OF TREE | 나뭇가지
|

|

lofty [ lɔ:fti, lɒfti]
[형용사]건물・산 등이 (인상적이게) 아주 높은, 우뚝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호감) 생각・목표 등이 고귀한, 고결한
[형용사](못마땅함) 오만한, 거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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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tort
[명사](화학) 레토르트, 증류기
[명사]식품[통조림]의 멸균 장치
|

|

retort [rɪ tɔ:rt, rɪ tɔ:t]
[동사]쏘아붙이다, 응수[대꾸]하다
[명사]쏘아붙이기, 응수, 대꾸
[명사](화학 실험용) 증류기
|

reagent [ri eɪdƷənt]
[명사](화학) (화학 분석에 쓰이는) 시약
give credit
외상을 주다
give credit to
…을 믿다
|
|
bodkin [ bɑ:dkɪn, bɒdkɪn] [명사]돗바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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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OF TEST/RESEARCH |C ~ (of sth) (과학 실험・연구 조사 등의) 결과
pipette [paɪ|pet, pɪ|pet]
[명사](전문 용어) 피펫(실험실에서 소량의 액체를 재거나 할 때 쓰는 작은 관)
8

characteristic [|kӕrəktə|rɪstɪk]
[형용사]~ (of sth/sb) 특유의
[명사]~ (of sth/sb) 특징, 특질
|
|
|
precipitate [pr ɪ sɪpɪteɪt, pr ɪ sɪpɪtət, pr ɪ sɪpɪteɪt]
[동사](특히 나쁜 일을) 촉발시키다

[동사]~ sb/sth into sth (갑자기 어떤 상태로) 치닫게 하다[몰아넣다]
[형용사](격식) 행동 ・결정이 느닷없는
[명사](화학) 침전물, 석출물
guaiacum [ɡwáiəkəm]
[명사][식물] 유창목(癒瘡木); [U] 유창목 기름 ((약용))
|

|

corpuscle [ kɔ:rpʌsl, kɔ:pʌsl]
[명사](해부) 혈구
hinge on/upon something
행동·결과 등이 전적으로 ~에 달려 있다
hinge [hɪndƷ]
[명사](문・뚜껑 등의) 경첩[접철]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경첩[접철]을 달다
9

prick [prɪk]
[동사][타동사][VN] ~ sth (with sth) (작은 구멍이 나도록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
[동사][타동사][VN] ~ sth (on sth) (피가 나거나 아프도록 피부를) 찌르다
[동사]따끔거리게[따갑게] 하다
[명사](금기어 속어) 음경
[명사](금기어 속어) 멍청한 놈
|
dabble [ dӕbl]

[동사][자동사][V] ~ (in/with sth) (스포츠 ・활동 등을 오락이나 취미 삼아) 조금 해보다[잠깐 손대다]
[동사][타동사][VN] ~ sth (in sth) (손 ・발 등을 물에 담그고) 첨벙거리다[튀기다]
mottle [mɑ́tl, mɔ́tl]
[명사]반점; 얼룩; 반점 무늬, 반문(斑紋)
[타동사]…에 반점을 붙이다, 얼룩덜룩하게 하다
digging [díɡiŋ]
[명사][U]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 [명사][pl.] 광산, 금광
[명사][pl.] [영·구어] 하숙; [구어] 주거(住居), 거처
shortcoming [|ʃɔ:rtkʌmɪŋ, |ʃɔ:tkʌmɪŋ]
[명사][주로 복수로] 결점, 단점
keep[raise; have] a dog

개를 기르다

1

pup [pʌ́p]
[명사](여우·이리·바다표범 등의) 새끼; 강아지
[타동사-자동사]((~ped; ~·ping )) <개·바다표범 등이 새끼를> 낳다
cross-examination [-iɡzæ̀mənéiʃən]
[명사](법) 반대 심문
[명사]힐문, 준엄한 추궁
|
|
ungodly [ ʌn gɑ:dli, ʌn gɒdli]
[형용사](구식) 신을 섬기지 않는; 사악한

10

deuce2

[명사][the ~] [가벼운 욕으로서] 제기랄, 망할 것; [의문사의 센 뜻] 도대체; [부정] 전혀 않다[없다](not
at all)
[명사][U] 화(禍), 액운(bad luck); 재앙, 액귀(厄鬼); 악마(devil)
|

piquant [ pi:kənt]
[형용사](맛이 상큼하게) 톡[탁] 쏘는 듯한
[형용사]짜릿한, 흥미진진한
bade
[기타]BID의 과거
2

bid [bɪd]
[동사]~ (sb) good morning, farewell, etc.(격식) (인사를) 하다, (작별을) 고하다
[동사](옛글투 또는 문예체) (…하라고) 말하다[명령하다]
|

|

knotty [ nɑ:ti, nɒti]
[형용사](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형용사]울퉁불퉁하고[혹투성이 같고] 함께 뒤틀린
wagger [w ǽɡər]
1. ~ (sth) (on sth) | ~ sth/sb that… (내기 ・경마 도박 등에서) (돈을) 걸다
wag
1. (개가 꼬리를) 흔들다; (개의 꼬리가) 흔들리다
2. (흔히 불만스럽다는 뜻으로 손가락・고개를) 흔들다
3. (학교를) 빼먹다
11

portmanteau [pɔ:rt|mӕntoʊ, pɔ:t|mӕntəʊ]
[명사](pl. -eaus 또는 -eaux)(구식) (2등분 되면서 열리는) 대형 여행 가방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여러 가지로 이뤄진
|
|
invariably [ɪn veriəbli, ɪn veəriəbli]
[부사]변함[예외]없이, 언제나
|

breakfast [ brekfəst]
[명사]C , U 아침(밥), 아침 식사
[동사][자동사][V] ~ (on sth)(격식) 아침(밥)을 먹다
|
|
narcotic [nɑ:r kɑ:tɪk, nɑ: kɒtɪk]
[명사](헤로인・코카인 같은 강력) 마약

[명사](의학) 진정제, 진통제, 수면제
[형용사]물질이 졸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는
temperance [|tempərəns]
[명사](구식)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금주(禁酒)
[명사](격식) 절제, 자제
|

|

notion [ noʊʃn, nəʊʃn]
[명사]~ (that…) | ~ (of sth) 개념, 관념, 생각
|
|
torpor [ tɔ:rpə(r), tɔ:pə(r)]
[명사]U , sing.(격식) 무기력

allude [əlú:d]
[자동사]암시하다, 시사(示唆)하다, 넌지시 말하다 ((to)) ((직접 언급할 때는 refer, mention을 씀; ⇒ refer
[유의어/] ))
[자동사](암시적으로) 언급[논급]하다 ((to))
|
manipulate [mə nɪpjuleɪt]
[동사]~ (sb into sth/into doing sth)(못마땅함) (흔히 교묘하고 부정직하게 사람・사물을) 조종하다

[동사](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다[조작(操作)하다/처리하다]
[동사](전문 용어) (어긋난) 뼈[관절]를 제자리에 넣다
12

|

stimulate [ stɪmjuleɪt]

[동사][타동사][VN] 자극[격려]하다, 활발하게 하다
[동사]흥미[관심]를 불러일으키다, 흥분시키다, 고무하다
[동사][타동사][VN](전문 용어) (신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다
|
endeavour(英)(美 en・deavor) [ɪn devə(r)] 속도
[명사]U , C(격식) (특히 새롭거나 힘든 일을 하려는) 노력[시도]

[동사][V to inf](격식) 힘껏 노력하다, 분투하다
reticence [rétəsəns]
[명사][UC] (성격적인) 과묵, 말수가 적음; (입을) 조심함 ((of))
1

genial [dƷíːnjəl, -niəl]
[형용사]<성질·태도 등이> 정다운, 친절한, 상냥한, 싹싹한
[형용사]<기후·풍토 등이> 온화한, 온난한, 쾌적한
[형용사]천재(天才)의
[형용사]생식의, 혼인의
|
|
monotony [mə nɑ:təni, mə nɒtəni]
[명사]U 단조로움
|

eccentric [ɪk sentrɪk]
[형용사]괴짜인, 별난, 기이한
|

ample [ ӕmpl]
[형용사]충분한
[형용사]사람의 모습이 풍만한
|

astound [ə staʊnd]
[동사][타동사][VN] 경악시키다, 큰 충격을 주다
|
|
desultory [ desəltɔ:ri, desəltri]
[형용사](격식) 두서없는, 종잡을 수 없는

the copernican theory
지동설
13

assortment [ə|sɔ:rtmənt, ə|sɔ:tmənt]
[명사][주로 단수로]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모음, 종합
|
elastic [ɪ lӕstɪk]
[명사]U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테이프/천 등]

[형용사]고무로 된
[형용사]탄력[신축성] 있는
[형용사]신축적인, 변통 가능한
|

distend [dɪ stend]
[동사](격식 또는 의학) (내부 압력에 의해) 팽창하다[시키다]
What the deuce is that?
(속어) 도대체 (그게) 뭐냐[어떻게 된 거냐]?
|
|
enumerate [ɪ nu:məreɪt, ɪ nju:məreɪt]
[동사][타동사][VN](격식) 열거하다

jot something down
(급히) 쓰다[적다]
14

perpetrate [|p3:rpətreɪt, |p3:pətreɪt]
[동사][타동사][VN] ~ sth (against/upon/on sb)(격식) (범행・과실・악행을) 저지르다[자행하다]
singlestick [-stìk]
[명사]목검(木劍); [U] 목검술[시합]
|

reconcile [ rekənsaɪl]
[동사]~ sth (with sth) (두 가지 이상의 생각・요구 등을) 조화시키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 sb (with sb) 화해시키다
[동사]~ sb/yourself (to sth) (어쩔 수 없는 불쾌한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다

scrape [skreɪp]
[동사]REMOVE | (무엇을 떼어 내기 위해) 긁다, 긁어내다
[동사]WIN WITH DIFFICULTY | 간신히 이기다[얻다]
[동사]MAKE HOLE IN GROUND |[타동사][VN] ~ sth (out) (구멍 등을) 파다
|
|
|
sonorous [ sɑ:nərəs;sə nɔ:rəs, sɒnərəs]
[형용사](격식) (소리가) 듣기 좋은, 낭랑한

exasperating [ɪg|zӕspəreɪtɪŋ ; 英 또한 ɪg|zɑ:spəreɪtɪŋ]
[형용사]정말 짜증스러운[화나는]
15

sallow1 [sǽlou]
[형용사]((~·er ; ~·est )) (안색이 병적으로) 누르께한, 흙빛의, 혈색이 나쁜(opp. ruddy)
[명사][U] 누르스름한 색, 흙빛
[타동사-자동사]누르스름한 색으로 하다[되다], 흙빛으로 만들다[되다]
|
seedy [ si:di]

[형용사](seed・ier , seedi・est)(못마땅함) 지저분한, 더러운(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
|
|
slipshod [ slɪpʃɑ:d, slɪpʃɒd]
[형용사]대충 하는[한], 엉성한

velveteen [|velvə|ti:n]
[명사]U 면벨벳, 면비로드
point-blank
[형용사]총알 발사가 (목표물에) 바로 대고 쏜, 아주 가까이에서 쏜
[형용사]말이 단도직입적인, 딱 잘라 말하는
|

dispel [dɪ spel]
[동사][타동사][VN] (-ll-) (특히 느낌・믿음을) 떨쳐 버리다[없애다]
petulance(petulancy) [pétʃuləns(i), -tju-]
[명사][U] 성마름, 앵돌아짐, 심술 사나움; 무례한 태도, 건방진 언동
curt [k3:rt, k3:t]
[형용사]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퉁명스러운
give a curt [monosyllabic] reply
무뚝뚝하게 대답하다
answer curtly
16

munch [mʌntʃ]
[동사]~ (on/at) sth 아삭아삭[우적우적] 먹다
|
|
observant [əb z3:rvənt, əb z3:vənt]
[형용사]관찰력 있는

[형용사](격식) (법률・관습을) 준수하는
absurdity [æbsə́:rdəti, -zə́:rd-, əbsə́:d-]
[명사]U 부조리, 불합리, 모순
[명사]어리석은 일[것]
|
deceit [dɪ si:t]
[명사]U , C 속임수, 사기, 기만

Euclid [jú:klid]
[명사]유클리드 ((기원전 30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기하학자))
[명사]U 유클리드 기하학
[명사]U(속어) 기하학
proposition [|prɑ:pə|zɪʃn, |prɒpə|zɪʃn]
[명사](특히 사업상의) 제의
[명사](하려는) 일; (처리해야 할) 문제[과제]
[명사]Proposition (미국에서 국민투표를 위한) 법률 개정안

[명사](격식) 명제, 진술
the uninitiated [|ʌnɪ|nɪʃieɪtɪd]
[명사]pl. 특별한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들
|
|
necromancer [ nekroʊmӕnsə(r), nekrəʊmӕnsə(r)]
[명사](혼령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술사[점쟁이]
|

logician [lə dƷɪʃn]
[명사]논리학자; 논리에 능한 사람
|
infer [ɪn f3:(r)]
[동사]~ sth (from sth) 추론하다

[동사](비표준) (간접적으로) 뜻하다, 암시하다
|
|
perfection [pər fekʃn, pə fekʃn]
[명사]완벽, 완전

[명사]완성, 마무리
|

|

puerile [ pjʊrəl, pjʊəraɪl]
[형용사](못마땅함) 유치한, 바보 같은
|
faculty [ fӕklti]
[명사]C [주로 복수로] (사람이 타고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기능]

[명사]sing. ~ of/for (doing) sth(격식) (특정한) 능력
[명사]C (대학의) 학부
[명사]C+sing./pl. v. (대학의 한 학부의) 교수단
[명사]C , U 흔히 the faculty(美) (특정 대학의) 모든 교수들
callosity [kəlɑ́səti, kælɔ́s-]
[명사](피부의) 경결(硬結); 못, 티눈
[명사][U] 무감각; 냉담
cuff [kʌf]
[명사]C (상의나 셔츠의) 소맷동
[명사]C (손바닥으로 살짝) 침[때림]
[동사][타동사][VN] (…를 손바닥으로 살짝) 치다[때리다]
inconceivable [|ɪnkən|si:vəbl]
[형용사]상상[생각]도 할 수 없는
|

ineffable [ɪn efəbl]
[형용사](격식) 형언할 수 없는
|
|
twaddle [ twɑ:dl, twɒdl]
[명사]U(구식 비격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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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r [láundƷər]
[명사]거니는 사람
[명사](빈둥거리는) 놈팡이(idler)
|

seclusion [sɪ klu:Ʒn]
[명사]U 호젓함
chimerical(chimeric) [kimérik(əl), -míər-, kai-, kaimér-, kimér-]
[형용사]공상적인, 터무니없는; 비현실의, 기상천외의, 가공할
involuntarily [invɑ́ləntèrəli, -vɑ̀ləntέər-, -vɔ́ləntər-]
[부사]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at fault
잘못해서; (…에 대해) 죄[책임]가 있어[for]; (기계가) 고장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

unravel [ʌn rӕvl]
[동사](뜨개질한 것・엉클어진 것・매듭 등을) 풀다
[동사][자동사][V] 시스템・계획・관계 등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다

[동사](이해하기 어려운 것・미스터리 등을[이]) 풀다[풀리다]
forgery [|fɔ:rdƷəri, |fɔ:dƷəri]
[명사]U 위조죄
[명사]C 위조된 물건(서류・지폐 등)
18

intuition [|ɪntu|ɪʃn, |ɪntju|ɪʃn]
[명사]U 직관력
[명사]C ~ (that…) 직감, 직관
1

bustle [bʌ́sl]
[자동사]부산하게 움직이다 , 바쁘게 일하다 ((about)); 법석떨다, (바쁘게) 서두르다 ((up))
[자동사]붐비다, 북적거리다 ((with))
[타동사]법석[부산]떨게 하다; 재촉하다 ((off))
[명사][U] [때로 a ~] 야단법석; 소란
|

facilitate [fə sɪlɪteɪt]
[동사][타동사][VN](격식) 가능하게[용이하게] 하다
1

tropic [trɔ́p-, trɑ́pik]
[명사](천문·지리) [때로 T~] 회귀선(回歸線)
[명사][the ~s] 열대지방
[형용사]열대(지방)의, 열대 특유의
fair
희멀겋다
(피부가) fair, fair-complexioned (창백하다) pale
(국·죽 등이) watery
|
|
haggard [ hӕgərd, hӕgəd]
[형용사]초췌한
|
|
observe [əb z3:rv, əb z3:v]
[동사]…을 보다[(보고) 알다/목격하다]

[동사]관찰[관측/주시]하다
[동사](격식) (발언・논평・의견을) 말하다
[동사][타동사][VN] (법률・규칙 등을) 준수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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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propos [|ӕprə poʊ, |ӕprə pəʊ]
[전치사](또한 apro・pos of) …에 관하여

showy [|ʃoʊi, |ʃəʊi]
[형용사](흔히 못마땅함) 현란한
superficial [|su:pər|fɪʃl, |su:pə|fɪʃl ; |sju:-]
[형용사](흔히 못마땅함) 깊이 없는, 얄팍한
[형용사](전문 용어) 표면의, 표면에 드러난
[형용사]상처・손상이 깊지 않은, 표피상의
|

analytical [|ӕnə lɪtɪkl]
[형용사](사고가) 분석적인
[형용사](연구가) 분석적인
|
|
phenomenon [fə nɑ:mɪnən, fə nɒmɪnən]
[명사]현상

[명사](pl. phe・nom・enons 미국 영어에서는) 경이로운 사람[것]
Gaboriau
French writer considered by some to be a founder of the detective novel (183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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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donic [sɑ:r|dɑ:nɪk, sɑ:|dɒnɪk]
[형용사](못마땅함) 가소롭다는 듯한, 냉소적인, 조소하는
bungler [bʌ́ŋɡlər]
[명사]실수하는 사람, 솜씨 없는 사람
cavalier [|kӕvə|lɪr, |kӕvə|lɪə(r)]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무신경한
|

conceit [kən si:t]
[명사]U(못마땅함) 자만심
[명사]C(격식) (특히 기발하긴 하나 성공적이지는 못한 예술적) 효과[장치]
[명사](전문 용어) (말이나 글에서 기발한) 비유
|
|
querulous [ kwerələs ; kwerjələs]
[형용사](격식 못마땅함) 불평하는, 짜증내는
|

villainy [ vɪləni]
[명사]U(격식) 악행
|
|
Scotland Yard [ |skɑ:tlənd jɑ:rd, |skɒtlənd jɑ:d]
[명사] 런던 경시청. 런던 경찰국
|

bumptious [ bʌmpʃəs]
[형용사](못마땅함) 잘난 체하는, 건방진
|
|
stalwart [ stɔ:lwərt, stɔ:lwət]
[명사]~ (of sth) (특히 정당의) 충실한 일꾼[당원]

[형용사]충실한, 충직한
[형용사](격식) (몸이) 튼튼한
|
|
sergeant [ sɑ:rdƷənt, sɑ:dƷənt]
[명사]병장

[명사](영국 경찰에서 inspector 아래 계급인) 경사
brag [brӕg]
[동사](-gg-) ~ to sb (about/of sth)(못마땅함) (심하게) 자랑하다[떠벌리다]
[명사]U 브래그(간단한 포커 게임)
bounce [baʊns]
[동사] 튀다, (빛・소리가) 산란하다; 튀기다
[동사][자동사][V] 사람이 깡충깡충 뛰다
[동사](아래위로) 까불다[흔들(리)다]
|

ascend [ə send]
[동사]~ (to sth)(격식) 오르다,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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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it [kən si:t]
[명사]U(못마땅함) 자만심
make a shot, hit or miss
가부간 실행해보다.
make a shot at
…을 어림으로 짐작하다
make a shot at
make a (random) guess
guess
어림짐작하다
bland [blӕnd]
[형용사]특징 없는, 단조로운
[형용사]재미없는, 건조한
commissionaire [kə|mɪʃə|ner, kə|mɪʃə|neə(r)]
[명사](英 구식이 되어감) (호텔 등의 제복 입은) 수위

gruffly
우악스럽게
rudely
roughly
wildly
harshly
(퉁명스럽다) curt, brusque, abrupt, gruff (쌀쌀하다)
무뚝뚝하다
|

malicious [mə lɪʃəs]
[형용사]악의적인, 적의 있는
|

infantry [ ɪnfəntri]
[명사]C+sing./pl. v. 보병들, 보병대
in salute
인사로서; 【군사】 경례로서
|

wondrous [ wʌndrəs]
[형용사](문예체) 경이로운, 경탄스러운
lurk [l3:rk, l3:k]
[기타](특히 나쁜 짓을 하려고 기다리며) 숨어 있다[도사리다]
[기타](불쾌한 일・위험이) 도사리다
|

dazzle [ dӕzl]
[동사](강한 빛이) 눈이 부시게[눈 앞이 안 보이게] 하다
[동사][타동사][VN] (미모・솜씨 등으로) 눈부시게[황홀하게] 하다
[명사]눈부심
|

|

earthly [ 3:rθli, 3:θli]
[형용사](문예체) 세속적인
[형용사][흔히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강조 용법으로 쓰여] 도대체; 조금도
|
lacklustre(英)(美 lack・lus・ter) [ lӕklʌstə(r)]
[형용사]재미없는, 활기 없는; 윤기[광택] 없는
|

abstraction [ӕb strӕkʃn]
[명사]C , U(격식) 관념, 추상적 개념
[명사]U(격식) (…에만) 마음이 쏠려 있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음
[명사]U , C(전문 용어) 추출
|

|

deduce [dɪ du:s, dɪ dju:s]
[동사]~ (sth) (from sth)(격식) 추론[추정]하다, 연역하다
|

|

petulant [ petʃələnt, petjulənt]
[형용사]심술을 부리는, 심통 사나운
|

trifle [ traɪfl]
[명사]C 하찮은 것
[명사]sing. a trifle(격식) 약간
brusque [brʌsk, bru:sk ; brʊsk]
[형용사]무뚝뚝한, 퉁명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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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ck1 [smǽk]
[명사]낌새, 기미, …의 티, …다운 데[점]
[명사](독특한) 맛, 풍미, 향기, 향기로운 맛
[명사][[a ~ of …로]]
[명사]조금, 소량
[자동사]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of, like))
|

|

military [ mɪləteri, mɪlətri]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군사의, 무력의

[명사]sing.+ sing./pl. v. the military 군인들, 군대
|

carriage [ kӕrɪdƷ]
[명사]sing.(구식) 행동거지, 태도
[명사]C 마차
|

ejaculate [i dƷӕkjuleɪt]
[동사][자,타동사][V, VN] (남자가) 사정(射精)하다
[동사][타동사][V speech](구식) (갑자기) 외치다
on the[one's] beat
담당 구역을 순회 중인
|

amiss [ə mɪs]
[형용사][명사 앞에는 안 씀] 잘못된
|
|
robbery [ rɑ:bəri, rɒbəri]
[명사]U , C (pl. -ies) (특히 협박・폭력을 이용하는) 강도 (사건)

at a loss
(무엇·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어쩔 줄을 모르는]
puzzler [|pʌzlə(r)]
[명사](비격식) 어리둥절[얼떨떨]하게 만드는 것[문제]
22

in statu quo [in-stéitju:-kwóu, -st ǽtʃu:-]
[부사, 형용사]현상 유지로[의], 원상태로[의](cf. STATUS QUO)
|

esteem [ɪ sti:m]
[명사]U(격식) (대단한) 존경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대단히) 존경[찬탄]하다
[동사][타동사][VN-N](구식 격식) (…라고) 생각하다[여기다]
|

faithfully [ feɪθfəli]
[부사](내용이 틀리지 않게) 충실히, 정확히
[부사]충실히, 충직하게, 신의 있게
|
conventional [kən venʃənl]
[형용사](흔히 못마땅함) 관습[관례]적인; 극히 평범한[인습적인]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전통적인, 종래의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특히 무기가 재래식의, 비핵의
1

ripple [rípl]
[자동사]<식물·머리털 등이> 찰랑찰랑 흔들리다; <천 등이> 물결치듯 처지다, 주름지다
[자동사]<소문·소식·영향이> 파문처럼 퍼지다
[자동사]찰랑찰랑 소리나다; 소곤거리다
[타동사]잔물결을 일으키다; 파문을 일으키다
|

|

incurable [ɪn kjʊrəbl, ɪn kjʊərəbl]
[형용사]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형용사]바꿀 수 없는, 구제 불능의
spry [sprái]
[형용사]((~·er, spri·er ; ~·est, spri·est )) 활발한, 재빠른, 원기 왕성한(energetic); (나이에 비해) 빈틈없
는
CO [|oʊ, |si: |əʊ]
[약어]부대장, 지휘관(Commanding Officer)
on one's own hook[bat] (구어) 자기의 책임으로, 혼자 힘으로
work it out

해답을 내다

|

hustle [ hʌsl]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사람을 거칠게) 떠밀다[밀치다]
[동사][자동사][V](美 비격식) 난폭하게 굴다; 활기차게 움직이다
[동사][자동사][V](美) 매매춘을 하다, 몸을 팔다

bustle1 [bʌ́sl]
[자동사]부산하게 움직이다 , 바쁘게 일하다 ((about)); 법석떨다, (바쁘게) 서두르다 ((up))
[자동사]붐비다, 북적거리다 ((with))
[타동사]법석[부산]떨게 하다; 재촉하다 ((off))
[명사][U] [때로 a ~] 야단법석; 소란
supersede [|su:pər|si:d, |su:pə|si:d ; |sju:-]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대체[대신]하다
apathetic [|ӕpə|θetɪk]
[형용사]무관심한, 심드렁한
|

hansom [ hӕnsəm]
|
[명사](또한 hansom cab) (말 한 필이 끄는 2인승) 2륜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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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2
[형용사]암갈색의
[형용사]어둠침침한, 우울한 (gloomy)
[명사]암갈색
|

prattle [ prӕtl]
[동사][자동사][V] ~ (on/away) (about sb/sth)(구식 흔히 못마땅함) (쓸데없이 마구) 지껄이다
disquisition [|dɪskwɪ|zɪʃn]
[명사](격식) 논고, 논문
1
alight [əláit]

[자동사](말·차·배 등에서) 내리다, 하차[하선, 하마]하다 ((from)); <새가> (나무 등에) 내려앉다; [항공] 착
륙[착수]하다 ((on))
[자동사]우연히 마주치다[발견하다] ((on, upon))
omen [|oʊmən, |əʊmən]
[명사]~ (for sth) 징조, 조짐
an ill omen
흉조
ill-omened
[형용사](격식) 사건・행동이 불길한
|
|
minatory [ mɪnətɔ:ri, mɪnətəri]
[형용사](격식) 협박하는, 위협적인
1

tier [tíər]
[명사][pl.] (계단식 관람석 등의) 층, 단, 줄
[명사][sing.] 그 한 단, 한 줄
|

cataract [ kӕtərӕkt]
[명사](문예체) (크고 가파른) 폭포
[명사]백내장
blear [blíər]
[형용사]<눈이> (눈물이나 염증으로) 흐린, 침침한, 헌; [시어] 희미한(dim)
[타동사]<눈을> 흐리게[침침하게] 하다, 헐게 하다
[타동사]<윤곽을> 흐릿하게 하다; <거울을> 흐리게 하다
[자동사]멍하니 바라보다
eruption [irʌ́pʃən]
[명사](화산의) 폭발, 분화
[명사](용암·간헐천 등의) 분출; (화산의) 분출물
[명사](분노·웃음 등의) 폭발; (병·전쟁 등의) 발생
[명사](병리) 발진
[명사]U 이가 남
|
gravel [ grӕvl]

[명사]U 자갈
|
|
stalwart [ stɔ:lwərt, stɔ:lwət]
[명사]~ (of sth) (특히 정당의) 충실한 일꾼[당원]

[형용사]충실한, 충직한
[형용사](격식) (몸이) 튼튼한
constable [kɑ́nstəbl, kʌ́nstəbl, kɔ́nstəbl]
[명사]경찰관(= police ~)( police officer)
[명사](중세 군주국의) 군(軍)의 총사령관; (왕실의) 대신, 장관
police constable(또한 constable)
[명사](PC) (영국 및 일부 국가들에서) 순경
|

|

loafer [ loʊfə(r), ləʊfə(r)]
[명사]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명사]Loafer™ 로퍼(끈으로 묶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낮은 가죽신)
knot [nɑ:t, nɒt]
[명사]IN STRING/ROPE | 매듭
[명사]OF HAIR | 올린 머리(머리를 틀어 올려 뒤통수에 동그랗게 붙인 것)
[명사]GROUP OF PEOPLE | (함께 가까이 모여 서 있는 사람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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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halance [nɑ̀nʃəlɑ́:ns, ́--̀-, -ləns, nɔ́nʃələns]
[명사]U 아랑곳하지 않음, 냉담, 태연
border [|bɔ:rdə(r), |bɔ:də(r)]
[명사]국경[경계] (지역)
[명사](사진・옷감 등의) 가두리[가장자리]
[동사]국가・지역이 (국경・경계를) 접하다
[명사]정원의 (꽃을 심어 놓은) 잔디밭 둘레
[동사]가장자리를 이루다
affectation [|ӕfek|teɪʃn]
[명사]C , U 가장, 꾸밈
lounge [laʊndƷ]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느긋하게 서[앉아/누워] 있다
[명사](공항 등의) 라운지[대합실]
[명사](英) (가정집의) 거실
|

scrutiny [ skru:təni]
[명사]U(격식) 정밀 조사, 철저한 검토
|

rivet [ rɪvɪt]
[명사]대갈못, 리벳
[동사](흥미・관심을) 고정시키다[사로잡다]
[동사]대갈못[리벳]으로 고정하다
clayey [kleɪi]
[형용사]점토질의, 점토 같은
|
faculty [ fӕklti]
[명사]C [주로 복수로] (사람이 타고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기능]

[명사]sing. ~ of/for (doing) sth(격식) (특정한) 능력
[명사]C (대학의) 학부
|

flaxen [ flӕksn]
[형용사](문예체) 머리카락이 아마 빛의, 금발의
|

effusion [ɪ fju:Ʒn]
[명사](전문 용어) (특히 액체의) 유출; 유출물
[명사](격식) (감정의) 토로; (토로하는) 감정
evasively [ivéisivli]

[부사]회피적으로, 얼버무려
Say sardonically
비꼬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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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sequent [inkɑ́nsikwènt, -kwənt, -kɔ́nsikwənt]
[형용사]비논리적인, 조리에 맞지 않는(illogical); 당찮은; 부조화의
subdue [səb|du:, səb|dju:]
[동사]진압하다
[동사](감정을) 가라앉히다[억누르다]
|

inspire [ɪn spaɪə(r)]
[동사]~ sb (to sth) (욕구・자신감・열의를 갖도록) 고무[격려]하다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영감을 주다
|

vulgar [ vʌlgə(r)]
[형용사]저속한, 천박한
[형용사]상스러운, 음탕한
flaring [flέəriŋ]
[형용사]너울너울[활활] 타는, 번쩍번쩍 빛나는
[형용사]<외관이> 화려한, 요란한
[형용사]나팔꽃 모양의; <스커트가> 플레어로 된
blotch [blɑ:tʃ, blɒtʃ]
[명사](보통 크기가 일정치 않은) 얼룩, 반점
|
|
mildew [ mɪldu:, mɪldju:]
[명사]U 흰곰팡이
|
detach [dɪ tӕtʃ]
[동사]~ (sth) (from sth) (더 큰 것에서) 떼다[분리하다]; 분리되다

[동사][타동사][VN] ~ yourself (from sb/sth)(격식) (~에서) 몸을 떼어내다[떠나다]
[동사][타동사][VN](전문 용어) (군인 등을) 파견하다
|
|
showy [ ʃoʊi, ʃəʊi]
[형용사](흔히 못마땅함) 현란한
|
|
surmount [sər maʊnt, sə maʊnt]
[동사]극복하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의 위에 얹히다
tinge [tɪndƷ]
[동사](아주적은 색채를)더하다[띠게 하다]
[동사](어떤느낌・기운등을)가미하다, …한 기미[기색]를 더하다
[명사][주로 단수로] -기(氣),기미, 기운
|

intensify [ɪn tensɪfaɪ]
[동사](in・ten・si・fies , in・ten・si・fy・ing , in・ten・si・fied , in・ten・si・fied) (정도・강도가) 심
해지다[격렬해지다]; 심화시키다, 강화하다
crisp [krɪsp]
[형용사]종이나 천이 (새 것이라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형용사](crispy) 식품이 (기분 좋게) 바삭바삭한
[형용사](crispy) 과일・야채가 아삭아삭한
|

stubble [ stʌbl]
[명사]그루터기
[명사](최근에 면도를 하지 않아서) 까칠하게 자란 수염
stubbly [st ʌbəli]
[ADJ]If a man has not shaved recently, he has a stubbly chin.
broadcloth [-klɔ́:θ, -klɔ́θ]
[명사]브로드 ((면·레이온·명주 또는 그것들의 혼방으로 광택이 나는 폭이 넓은 셔츠나 드레스의 옷감))

[명사]평직물 또는 능직물의 울 또는 소모사(梳毛絲)의 양복지
interlock [|ɪntər|lɑ:k, |ɪntə|lɒk]
[동사]~ (sth) (with sth) 서로 맞물리다[맞물리게 하다]
|

grievous [ gri:vəs]
[형용사](격식) 통탄할[극심한](흔히 고통・통증을 야기하는)
malignant [mə|lɪgnənt]
[형용사]종양・병이 악성의
[형용사](격식) 악의에 찬
|
|
contortion [kən tɔ:rʃn, kən tɔ:ʃn]
[명사]U 뒤틀림, 일그러짐

blunt [blʌnt]
[형용사]무딘, 뭉툭한
[형용사]사람・발언이 직설적인
[동사]둔화[약화]시키다
[동사](끝을) 무디게[뭉툭하게] 만들다
prognathous(prognathic) [prɑ́ɡnəθəs, prɑɡnéi-, prɔɡnéi-, prɔ́ɡnə-]
[형용사](인류) 턱이 나온
|
|
singularly [ sɪŋgjələrli, sɪŋgjələli]
[부사](격식) 아주, 몹시; 특이하게

writhe [raɪð]
[동사][자동사][V] ~ (about/around) (in/with sth) (흔히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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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urban [sə|b3:rbən, sə|b3:bən]
[형용사](도시) 교외의
[형용사](못마땅함) 평범한, 따분한
1

ferret [férit]
[명사](동물) 흰족제비
[명사]극성스러운 수색자, 탐정
[타동사]<비밀·범인 등을> 찾아내다, 색출하다 ((out))
[자동사]찾아다니다 ((about, around))
chime in (with something)
(대화에) 끼어들다[맞장구를 치다]
intently [inténtli]
[부사]골똘하게, 여념없이, 오로지
gout [gaʊt]
[명사]U (팔・다리 관절에 생기는) 통풍
|

attendant [ə tendənt]
[명사](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돌보는) 종업원[안내원]
[명사]수행원; 간병인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 (upon sth)(격식) 수반되는
Utrecht [jú:trekt]
[명사]위트레흐트 ((네덜란드 남서부의 도시))
|

nimble [ nɪmbl]
[형용사](동작이) 빠른, 날렵한
[형용사]생각이 민첩한, 영리한
minuteness
치밀緻密
tedious minuteness
지루할 정도로 상세함.
|
stretcher [ stretʃə(r)]

[명사](부상자를 싣는) 들것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주로 수동태로] 들것으로 실어 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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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fy [|mɪstɪfaɪ]
[동사][타동사][VN] (mys・ti・fies , mys・ti・fy・ing , mys・ti・fied , mys・ti・fied) 혼란스럽게[얼떨떨
하게] 만들다
|

|

Masonic [mə sɑ:nɪk, mə sɒnɪk]
[형용사]프리메이슨(Freemasons)의
|

flyleaf [ flaɪli:f]
[명사](pl. fly・leaves) 책 앞뒤의 백지
28

crucial [|kru:ʃl]
[형용사]~ (to/for sth) | ~ (that…) 중대한, 결정적인
hinge [hɪndƷ]
[명사](문・뚜껑 등의) 경첩[접철]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경첩[접철]을 달다
hinge on something(hinge upon something[more formal])
if an action, a result, etc. hinges on/upon something, it depends on it completely or is strongly
influenced by it
|

|

pompous [ pɑ:mpəs, pɒmpəs]
[형용사](못마땅함) (특히 어렵고 격식을 차리는 말을 쓰며) 젠체하는[거만한]
self-satisfied
[형용사](못마땅함) 자기만족에 빠진, (지나치게) 자기만족적인
|

suppress [sə pres]
[동사](감정・감정 표현을) 참다[억누르다]
[동사](보통 못마땅함) 정부・통치자 등이 진압하다
[동사](보통 못마땅함) (인쇄・발표 등을) 금하다, (정보 등을) 숨기다
[동사]억제하다
exultation [|egzʌl|teɪʃn]
[명사]U(격식) 의기양양함, 기뻐서 어쩔 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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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mate [ ɪnmeɪt]
[명사]수감자, 재소자; (정신 병원) 입원 환자[피수용자]
scrawl [skrɔ:l]
[동사]~ (sth) (across/in/on sth) 휘갈겨 쓰다, 낙서를 하다
smear [smɪr, smɪə(r)]
[동사][타동사][VN] ~ sth on/over sth | ~ sth with sth (기름기가 있거나 부드러운 물질을) 마구 바르다
[문지르다]
[동사][타동사][VN] (기름기 등으로) 더럽히다
[동사][타동사][VN] 중상[비방]하다
[명사](기름기 등이 묻은) 얼룩[자국]
trickle down
특히 돈이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가다
|

trickle [ trɪkl]
[동사](액체가[를] 가늘게) 흐르다[흘리다/뿌리다]

[명사]<조금씩 흐르는 소량의 액체>
[명사][주로 단수로] ~ (of sth) <소량・소수의 무엇이 조금씩 오가거나 이어짐을 나타냄>
dispose [dɪ|spoʊz, dɪ|spəʊz]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특정한 방식・위치에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하다
[동사]~ sb to/toward(s) sth ~에게 ~의 경향을 갖게 하다
|

anyhow [ enihaʊ]
[부사]되는대로, 아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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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ciatory [diprí:ʃiətɔ́:ri, -təri]
[형용사]감가적(減價的)인, 하락 경향의
[형용사]업신여기는, 깔보는
|
|
implement [ ɪmplɪment, ɪmplɪmənt] 속도
[동사][타동사][VN] 시행하다

[명사](흔히 옥외 활동에 쓰이는 간단한) 도구[기구]
trot [trɑ:t, trɒt]
[동사][자동사][V] 말・말을 탄 사람이 빨리 걷다, 속보로 가다
[동사][타동사][VN] 말을 속보로 (가게 하며) 타다
[동사][자동사][V + adv. / prep.] 사람・동물이 종종걸음을 걷다, 총총 가다
[명사]sing. 속보, 빠른 걸음
|
|
engross [ɪn groʊs, ɪn grəʊs]
[동사][타동사][VN] 몰두하게 만들다
|
|
suggestive [sə dƷestɪv ; 美 또한 səg dƷestɪv]
[형용사]~ (of sth) (~을) 연상시키는

[형용사]외설적인, 도발적인
irresistible [|ɪrɪ|zɪstəbl]
[형용사]억누를[저항할] 수 없는
|
|
|
|
covert [ kʌvət ; kəʊv3:t, 美 koʊv3:rt, 美 kʌvərt]
[형용사](격식) 비밀의, 은밀한

[명사](동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덤불]
whine [waɪn]
[동사]징징[칭얼]거리다, 우는 소리를 하다
[동사][자동사][V] 낑낑[끙끙]거리다
[동사][자동사][V] 기계가 끼익끽 하는 소리를 내다
[명사]끼익끽 하는 소리
[명사](아이나 개가) 칭얼[낑낑]거리는 소리
incomprehensible [ɪn|kɑ:mprɪ|hensəbl, ɪn|kɒmprɪ|hensəbl]
[형용사]~ (to sb) 이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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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ɪnfɪnət]
[형용사](수량이) 무한한[무한정의]
[형용사]한계가 없는, 무한한
[명사]the infinite 무한한 것
[명사]the Infinite 하느님, 조물주
definition [|defɪ|nɪʃn]
[명사]C , U (특히 사전에 나오는 단어나 구의) 정의
[명사]C (어떤 개념의) 의미[정의]
[명사]U 선명도
|

manoeuvre(英)(美 man・eu・ver) [mə nu:və(r)]
[명사]C (조심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동작[움직임]
[명사]C , U (이익 달성을 위한 영리한) 묘책
[명사]pl. manoeuvres (대규모) 군사[기동] 훈련

[동사](능숙하게・조심조심) 움직이다[돌다]; 이동시키다[돌리다]
[동사](때로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계책을 부리다[계책을 부려 …하다]
contempt [kən|tempt]
[명사]~ (for sb/sth) 경멸, 멸시
[명사]~ for sth (법규・위험 등을) 개의하지 않음, 무시
1

prime [práim]
[형용사]제1의; 수위의, 최초의, 원시적인; 근본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형용사]주요한,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청춘의, 혈기 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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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 [k3:rt, k3:t]
[형용사]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퉁명스러운
Parthian [pɑ́:rθiən]
[형용사]파르티아(사람)의
[형용사]헤어질 때의, 최후의
[명사]파르티아 사람; [U] 그들이 쓰던 페르시아 말
Parthian shot
[기타](퇴각할 때 쏘는) 마지막 화살; 자리를 뜨면서 내뱉는 악담[협박]
whence [wens]
[부사](옛글투) (…한) 곳에서
1

rut [rʌ́t]
[명사]바퀴 자국; 홈
[명사]상투적인 방법, 상습, 단조로운 생활
[타동사]((~·ted ; ~·ting )) [보통 과거분사로] 바퀴 자국을 내다; 홈을 내다
hoof [hu:f]
[명사](pl. hoofs 또는 hooves / huːvz /) (말 등의) 발굽
[동사][타동사][VN](비격식) (공을 세게・길게) 뻥 차다
2

sere
[형용사](시어) 시든, 마른, 말라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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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dle [|pʌdl]
[명사](특히 비 온 뒤의) 물웅덩이
1

hop [hɔ́p, hɑ́p]
[동사](한 발로) 깡충 뛰다
|

precept [ pri:sept]
[명사]C , U(격식) (행동) 수칙, 계율
|

flaky [ fleɪki]
[형용사](조각조각으로) 얇게 벗겨지는
[형용사](美 비격식) 사람이 괴짜인; 뭘 잘 잊어먹는
|
|
monograph [ mɑ:nəgrӕf, mɒnəgrɑ:f]
[명사](전문 용어) (단일 주제에 관해 보통 단행본 형태로 쓴) 논문

33

compel [kəm|pel]
[동사]강요[강제]하다; (필요에 따라) …하게 만들다
[동사][타동사][VN]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음] (어떤 반응을) 자아내다[불러오다]
|

decamp [dɪ kӕmp]
[동사][자동사][V] ~ (from…) (to…) (흔히 몰래) 서둘러 떠나다
|

succinct [sək sɪŋkt]
[형용사](호감) 간단명료한, 간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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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variably [ɪn veriəbli, ɪn veəriəbli]
[부사]변함[예외]없이, 언제나

ruse [ru:z]
[명사]계략, 책략
|
|
divert [daɪ v3:rt, daɪ v3:t]
[동사]방향을 바꾸게 하다[전환시키다], 우회시키다

[동사](생각・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다
[동사](격식) 즐겁게 해 주다
conjurer(conjuror) [kɑ́ndƷərər, kʌ́n-, kʌ́n-]
[명사]마법사(magician); 요술쟁이, 마술사(juggler); [구어] 아주 영리한 사람
[명사](문어) [kəndƷ ú ərə r] 간청[애원]하는 사람
34

fury [|fjʊri, |fjʊəri]
[명사]U (격렬한) 분노, 격분(흔히 폭력을 동반함)
|

conjecture [kən dƷektʃə(r)]
[명사]C 추측(한 내용)
[명사]U 추측(함)
[동사](격식) 추측하다
Halle
[명사](지명) 할레
thread [θred]
[명사]U , C 실
[명사]C (이야기 등의) 가닥[맥락]
|

dingy [ dɪndƷi]
[형용사](din・gier , din・gi・est) 우중충한, 거무칙칙한
dreary [|drɪri, |drɪəri]
[형용사](drear・ier , dreari・est) 음울한; 따분한
byway [|baɪweɪ]
[명사]C (통행이 별로 없는) 샛길
[명사]pl. byways (주제의) 사소한[부차적인] 부문
slit [slɪt]
[명사](좁고 기다란) 구멍[틈]
[동사](slit・ting , slit , slit) (좁고) 길게 자르다[구멍을 내다]
|
|
quadrangle [ kwɑ:drӕŋgl, kwɒdrӕŋgl]
[명사](또한 quad) (특히 학교나 대학에서 건물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뜰
|

slumber [ slʌmbə(r)]
[명사]U , C(주로 복수로 문예체) 잠, 수면
[동사][자동사][V](문예체) 잠을 자다
half sovereign
[기타](영) 10실링 금화 ((1917년에 폐지))
|

pensive [ pensɪv]
[형용사](특히 슬픔・걱정 때문에) 깊은 생각[수심]에 잠긴, 수심 어린
knit [nɪt]
[동사](together) (사람・사물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다[맺다]; 밀접하게 결합되다[맺어지다]
[동사]부러진 뼈가[를] 접합되다[시키다]
[동사](실로 옷 등을) 뜨다[짜다], 뜨개질[편물]을 하다
35

on the[one's] beat
담당구역을 순회 중인
beat [bi:t]

[동사]IN GAME |[타동사][VN] ~ sb (at sth) (게임・시합에서) 이기다
[동사]CONTROL |[타동사][VN] 통제[억제]하다
[동사]BE BETTER |[타동사][VN] 더 낫다, 능가하다
[동사]AVOID |[타동사][VN] 피하다
|

handy [ hӕndi]
[형용사]유용한, 편리한
[형용사][명사 앞에는 안 씀] ~ (for sth/for doing sth) 가까운[이용하기 편한] 곳에 있는
[형용사][명사 앞에는 안 씀] 손재주가 있는, 잔손질을 잘 보는
|
|
uncommon [ʌn kɑ:mən, ʌn kɒmən]
[형용사]흔하지 않은, 드문

[형용사](격식 또는 문예체) 굉장한, 대단한
gin [dƷɪn]
[명사]U 진(보통 토닉 워터나 과일 주스를 섞어 마시는 독한 술)
[명사]C 진 한 잔
glint [glɪnt]
[동사](작게) 반짝거리다
[동사](눈을 통해 어떤 감정이 강하게) 번득이다
[명사](불빛이나 색채가 갑자기) 반짝임
[명사](눈을 통해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번득임
drain [dreɪn]
[동사]물[액체]을[이] 빼내다[빠지다]
[동사]~ (sth) (from/out of sth) | ~ (sth) (away/off) (액체를[가]) 따라 내다[흘러 나가다]
[동사][타동사][VN] (술 등을 다 마셔서 잔을) 비우다
[동사][타동사][VN] ~ sb/sth (of sth) (힘・돈 등을) 빼내 가다[소모시키다]
[명사]C 배수관
seed [si:d]
[명사]OF PLANTS/FRUIT |C , U 씨, 씨앗, 종자
[명사]BEGINNING |C [주로 복수로] ~ (of sth) (어떤 일・사건의) 씨[씨앗/근원]
[명사]OF A MAN |U(구식 또는 유머) 정액
|

typhoid [ taɪfɔɪd]
|
[명사]U (또한 드물게 'typhoid fever) 장티푸스
in a heap

in a heap, full(y)
한 덩어리[무더기]가 되어
수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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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e
[명사]놈, 녀석(chap)
1

cove [kóuv]
[명사](만 안의) 후미, 내포(內浦), (해안 낭떠러지의) 후미진 곳
newfangled [|nu:|fӕŋgld, |nju:|fӕŋgld]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못마땅함) 최신식의(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익숙지 않거나 너무 복잡해서 싫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fangle [fǽŋɡl]
[명사]유행(fashion)
digression [diɡréʃən, dai-]
[명사]UC 지엽으로 흐름, 여담, 탈선
prop1 [prɔ́p, prɑ́p]
[명사]지주, 버팀목, 받침, 받치는[괴는, 버티는] 막대[기둥]
[명사]지지자, 후원자

[타동사]받치다, 버티다; 지주[버팀목]를 대다[괴다] ((up))
aggrieve [əɡrí:v]
[타동사][보통 수동형으로]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학대하다; …의 감정을 해치다
37

aggrieved [ə|gri:vd]
[형용사]~ (at/by sth) 분개한, 억울해 하는
[형용사](법률)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입은[호소하는]
|

wager [ weɪdƷə(r)]
[명사](구식 또는 격식) 내기, 도박, 노름
[동사]~ (sth) (on sth) | ~ sth/sb that… (내기・경마 도박 등에서) (돈을) 걸다
[동사][타동사][V (that)] …임이 틀림없다. 틀림없이 …일 것이다
|
|
|
|
ornament [ ɔ:nəmənt ; ɔ:nəment, 美 ɔ:rnəmənt, 美 ɔ:rnəment]
[명사]C (방・정원 등의) 장식품

[명사]C(격식) 장신구
[명사]U(격식) 장식
[명사]C ~ to sth(美) ~을 더 좋게 해 주는 사람[것]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격식) 장식하다
|
|
incredulous [ɪn kredƷələs, ɪn kredjələs]
[형용사]믿지 않는, 못 믿겠다는 듯한

blundering [blʌ́ndəriŋ]
[형용사]A 실수하는, 어색한, 서투른
|
|
bitterly [ bɪtərli, bɪtəli]
[부사]비통하게, 쓰라리게; 격렬히

[부사]불쾌감・비통함 등을 묘사하여 몹시
1
jargon [-ɡən, dƷɑ́ːrɡən, -ɡɑn]
[명사][UC/] (특정 집단의) 변말(cant), 은어; 전문어, 전문어투성이의 말

[명사]종잡을 수 없는 말; 허튼소리
[명사]지독한 사투리
[자동사]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다; <새가> 지저귀다
skein [skeɪn]
[명사](실・털실의)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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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k [lɑ:rk, lɑ:k]
[명사]종달새, 종다리
[명사][주로 단수로](비격식) 장난; 농담
[명사][다른 명사 뒤에 쓰여](英 비격식) (시간 낭비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짓거리
many-sided [-sáidid]
[형용사]다방면의[에 걸친], 다재다능한
[형용사](기하) 다변(多邊)의
|
|
exertion [ɪg z3:rʃn, ɪg z3:ʃn]
[명사]U (ex・er・tions [pl.]) 노력, 분투

[명사]sing. (권력・영향력의) 행사
|
|
surmise [美sər maɪz, 美 s3:rmɑɪz]
[동사](격식) 추측[추정]하다

[명사]U , C(주로 단수로 격식) 추측, 추정
|

|

distort [dɪ stɔ:rt, dɪ stɔ:t]
[동사](형체・모습・소리를) 비틀다[일그러뜨리다]
[동사](사실・생각 등을) 왜곡하다
distorted [distɔ́:rtid]
[형용사]비뚤어진; 곡해된, 왜곡된; 기형의
|
|
baboon [bӕ bu:n, bə bu:n]

[명사]비비, 개코원숭이
|

countenance [ kaʊntənəns]
[명사](격식 또는 문예체) 얼굴 (표정)
[동사](격식) 지지[동의]하다
|
|
bespoke [bɪ spoʊk, bɪ spəʊk]
|
[형용사](美 주로 'custom- made) 제품이 (개인 주문에 따라) 맞춘
[형용사]맞춤 생산을 하는
|

malignant [mə lɪgnənt]
[형용사]종양・병이 악성의
[형용사](격식) 악의에 찬
|

depravity [dɪ prӕvəti]
[명사]U(격식) 타락, 부패
|
|
condone [kən doʊn, kən dəʊn]
[동사]용납하다
|

antagonist [ӕn tӕgənɪst]
[명사](격식) 적대자
39

detain [dɪ|teɪn]
[동사](경찰서・교도소 ・병원 등에) 구금[억류]하다
[동사](격식) (어디에 가지 못하게) 붙들다, 지체하게 하다
|

subtle [ sʌtl]
[형용사](흔히 호감)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형용사]사람・행동이 교묘한, 영리한
[형용사]절묘한
[형용사](판단력 등이) 예리한[예민한]
1

hack [hǽk]
[타동사](도끼 등으로) 마구 패서 자르다 , 잘게[조각조각으로] 썰다, 난도질하다, 칼 자국을 내다
[타동사]<흙을> 파 뒤집다, 경작하다; 땅을 파서 <씨를> 뿌리다 ((in))
[타동사]<초목·가지 등을> 베며 나아가다
[타동사]<생울타리 등을> 짧게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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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nderhead [ dʌndərhed, dʌndəhed]
[명사](비격식) 멍청이, 바보
|

facsimile [fӕk sɪməli]
[명사]C 복제, 복사
[명사]C , U(격식)
|
|
|
florid [ flɔ:rɪd; flɑ:-, flɒrɪd]
[형용사]얼굴이 발그레한

[형용사](보통 못마땅함) 장식이 너무 많은, 화려한
1

stoop [stúːp]
[자동사]웅크리다, 상체를 굽히다[구부리다] ((down))
[자동사]허리가 굽다, 새우등이다; 구부정하게 서다[걷다]
[자동사](…할) 만큼 비열[치사]해지다, 자신을 낮추어[수치를 무릅쓰고] (…을) 하다; 굴복하다 ((to, to
do))
[자동사]<매 등이> 급강하하여 (…에) 덮치다 ((on, upon, at))
|
|
folly [ fɑ:li, fɒli]
[명사]U , C ~ (to do sth) 판단력 부족; 어리석음; 어리석은 행동[생각]

[명사]C (흔히 과거 시골 저택에서 정원에 짓던) 장식용 건물
|

allay [ə leɪ]
[동사][타동사][VN](격식) (특히 감정을) 가라앉히다[누그러뜨리다]
overjoy [òuvərdƷɔ́i]

[타동사]매우 기쁘게 하다, 기쁨에 넘치게 하다
unaware [|ʌnə|wer, |ʌnə|weə(r)]
[형용사][명사 앞에는 안 씀] ~ of sth | ~ that… …을 알지[눈치 채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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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 [skreɪp]
[동사]REMOVE | (무엇을 떼어 내기 위해) 긁다, 긁어내다
[동사]DAMAGE |[타동사][VN + adv. / prep.] (실수로 흠・상처가 나도록) 긁다, 찰과상을 내다
[동사]MAKE SOUND | (듣기 싫게) 긁는 소리가 나다[소리를 내다]
|

flyleaf [ flaɪli:f]
[명사](pl. fly・leaves) 책 앞뒤의 백지
pragmatical [præɡmǽtikəl]
[형용사]참견 잘하는
[형용사]교만스러운; 독단적인; 전제적인
[형용사]실용적인
|

shuffle [ ʃʌfl]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발을 (질질) 끌며 걷다
[동사](어색하거나 당황해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동사](게임을 하기 위해 카드를) 섞다
[동사][타동사][VN] (종이・물건의 위치・순서를) 이리저리 바꾸다, 정리하다
[명사]발을 끌며 느릿느릿 걷기
|

feeble [ fi:bl]
[형용사]아주 약한
[형용사](효과・의지 등이) 허약한, 미미한
tap [tӕp]
[동사](가볍게) 톡톡 두드리다[치다]
[동사](음악에 맞춰 손가락・발 등으로) 박자를 맞추다
[동사]~ (into) sth (기존의 에너지・지식 등을) 이용하다
[동사][타동사][VN](특히 英) (전화 도청 장치를 이용해서) 도청하다
[동사][타동사][VN] (나무에 자국을 내고) 수액을 받다
|

summon [ sʌmən]
[동사](격식) (법원으로) 소환하다
[동사]~ sb (to sth)(격식) 호출하다, (오라고) 부르다
[동사][타동사][VN](격식) (회의를) 소집하다
[동사][타동사][VN](격식) 요청하다, 구하다
[동사][타동사][VN] ~ sth (up) (용기 등을 어렵게) 내다
|

violence [ vaɪələns]
[명사]~ (against sb) 폭행, 폭력
[명사]격렬함, 맹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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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le [|hɑ:bl, |hɒbl]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동사][타동사][VN] (말 등의 짐승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묶다
[동사][타동사][VN] 방해하다
|

dazzle [ dӕzl]
[동사](강한 빛이) 눈이 부시게[눈 앞이 안 보이게] 하다
[동사][타동사][VN] (미모・솜씨 등으로) 눈부시게[황홀하게] 하다
[명사]눈부심
[명사]황홀함[현란함]; 황홀한[눈부신] 것
curtsey [kə́:rtsi]
[명사]((pl. ~s)) 1. 절(여성이 서 있는 자세에서 한 쪽 다리를 뒤로 살짝 빼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며 하는
것)

blear [blíər]
[형용사]<눈이> (눈물이나 염증으로) 흐린, 침침한, 헌; [시어] 희미한(dim)
[타동사]<눈을> 흐리게[침침하게] 하다, 헐게 하다
[타동사]<윤곽을> 흐릿하게 하다; <거울을> 흐리게 하다
[자동사]멍하니 바라보다
|
fumble [ fʌmbl]
[동사]~ (at/with/in sth) (for sth) | ~ (around) (무엇을 하거나 찾느라고 손으로) 더듬거리다

[동사](말을) 더듬거리다
[동사][타동사][VN] 특히 스포츠에서 공을 놓치다, 헛발질을 하다
[명사]sing. (fum・bling [ C ,주로 복수로]) (손으로) 더듬거리기
|
|
disconsolate [dɪs kɑ:nsələt, dɪs kɒnsələt]
[형용사](격식) 암담한
|

countenance [ kaʊntənəns]
[명사](격식 또는 문예체) 얼굴 (표정)
[동사](격식) 지지[동의]하다
keep one's countenance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다, (웃지 않고) 점잔빼고 있다
keep one' s countenance
태연하게 있다.
|

|

steward [ stu:ərd, stju:əd]
[명사](여객선・여객기・기차의) 남자 승무원
[명사](대규모 공공 행사의 조직을 돕는) 간사(幹事)
[명사](대학・클럽 등의) 식품 조달 담당자
[명사](특히 대저택・토지의) 관리인, 집사
red-rimmed eyes
(rimmed with red) "your red-rimmed eyes reveal that you have been crying"
(울거나 해서) 눈가가 빨간 눈
43

ulster [|ʌlstə]
[NOUN]a man's heavy double-breasted overcoat with a belt or half-belt at the back
Ulster [ʌ́lstər]
[명사]얼스터 ((옛 아일랜드 지방; 지금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음))
[명사](구어) 북아일랜드
[명사][u~] 얼스터 외투 ((원래 허리띠가 달린 두껍고 헐렁한 더블 오버코트))
|
cravat [krə vӕt]
[명사](美 또한 ascot) 크라바트(넥타이처럼 매는 남성용 스카프)

dog [dɔ:g, dɒg]
[동사](누구 뒤를) 바싹 따라가다
|
|
stolid [ stɑ:lɪd, stɒlɪd]
[형용사](보통 못마땅함) 둔감한, 무신경한
|

patter [ pӕtə(r)]
[명사]sing. 후두두[타닥타닥] 하는 소리
[명사]U , sing.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
[동사]후두두[타닥타닥] 하는 소리를 내다
[동사](발걸음을) 가볍게 걸어가다
|

latchkey [ lӕtʃki:]
[명사]현관[정문] 열쇠
|

|

mastery [ mӕstəri, mɑ:stəri]
[명사]U , sing. ~ (of sth) 숙달, 통달
[명사]U ~ (of/over sb/sth) 지배[장악](력)

chaff [tʃӕf, tʃɑ:f]
[명사](곡식의) 겉껍질, 왕겨
[명사]여물
[동사][타동사][VN](구식 또는 격식) (친근하게) 놀리다[농담하다]
2

chaff
[명사][U] (악의 없는) 놀림, 야유(banter)
[타동사]놀리다, 희롱하다
[자동사]농담하다, 놀리다 ((about))
|

footsore [ fʊtsɔ:(r)]
[형용사](격식) (특히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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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 [reɪn]
[명사]C [주로 복수로] 고삐
[명사]pl. the reins (통솔・지휘의) 고삐, 통솔권, 통제력
lounging [láundƷiŋ]
[형용사]<옷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레저용의
[형용사]활기[기운] 없는; 게으른
grope [groʊp, grəʊp]
[동사][자동사][V] ~ (around)(for sth) (손으로) 더듬다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으며 가다
[동사][타동사][VN](비격식)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몸을 더듬다[자꾸 만지다]
[명사](비격식) (상대방의) 몸을 더듬기[만지기]
frantically [frǽntikəli]
[부사]미친 듯이, 극도로 흥분하여; [미·속어] 굉장히, 몹시
give (full) vent to something
(격식) (감정·분통을) 터뜨리다
1

vent [vént]
[명사](공기·액체 등을 뺐다 넣었다 하는) 구멍, 새는 구멍 , 통풍[통기]공
[명사](대포의) 화문; (통의) 바람 구멍; (관악기의) 손가락 구멍; (굴뚝의) 연도(煙道)
[명사](조류·파충류·물고기 등의) 항문(anus)
[명사][CU] 탈출구, 분출구, 배출구; 빠져 나가는 힘[기회]
[명사](감정 등의) 발로, 표출, 표현 ((to))
|
|
assorted [ə sɔ:rtəd, ə sɔ:tɪd]
[형용사]여러 가지의, 갖은

oath [oʊθ, əʊθ]
[명사]맹세, 서약, 선서
[명사](구식) (화・놀람 등을 나타내는) 욕설
|
respectable [rɪ spektəbl]
[형용사]존경할 만한, 훌륭한; (옷차림 등이) 점잖은

[형용사]꽤 괜찮은, 부끄럽지 않은
paperhanger [-hæ̀ŋər]
[명사]도배장이; 표구사
[명사][미·속어] 수표 위조범; 부도 수표 사용자
1

totter [tɔ́t-, tɑ́tər]
[자동사]비틀거리다 , 아장아장 걷다
[자동사]<건물 등이> 흔들거리다; <국가·제도 등이> 넘어질 것처럼 흔들리다
[명사]비틀거림, 기우뚱거림
getup(get-up) [ɡétʌ̀p]
[명사](색다른) 옷차림, 차림새, 복장
[명사]외관; (책의) 장정

inimitable [ɪ|nɪmɪtəbl]
[형용사](아주 훌륭하거나 독창적이어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done up
녹초가 되어
turn in
안쪽으로 향하다[휘다]
(구식) 잠자리에 들다
취침就寢
go to bed[sleep], (literary) retire, (inf) turn in, (inf) hit the sack
|

|

weary [ wɪri, wɪəri]
[형용사](몹시) 지친, 피곤한
[형용사]~ of sth/of doing sth(격식) ~에 싫증난
[동사][타동사][VN](격식) 지치게[피곤하게] 하다
[동사][자동사][V] ~ of sth/of doing sth ~에 싫증나다
|

injunction [ɪn dƷʌŋkʃn]
[명사]~ (against sb) (법원의) 명령
[명사](격식) (권한을 지닌 사람의) 경고[명령]
|
|
smoulder(英)(美 smol・der) [ smoʊldə(r), sməʊldə(r)]
[동사](불이 불꽃은 없이 서서히) 타다

[동사](격식) (불만 등이 속으로) 들끓다[가득 차다]
wailing [wéiliŋ]
[형용사]일류의, 훌륭한,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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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etrate (←perpetration ) 미국식 [|p3:rpətreɪt] 영국식 [|p3:pətreɪt]
[동사] ~ sth (against/upon/on sb) (격식) (범행・과실・악행을) 저지르다[자행하다]
refugee [|refju|dƷi:]
[명사]난민, 망명자
|

infringe [ɪn frɪndƷ]
[동사][타동사][VN] 행동・계획 등이 법규를 위반하다
[동사]~ (on/upon) sth (법적 권리를) 제한[침해]하다
|

|

airily [ erəli, eərəli]
[부사](격식) 대수롭지 않다는 듯
|

aqua [ ӕkwə]
[명사]물, 수분(특히 식품・음료 등의 포장지에서 수분 함량을 나타낼 때 씀)
[명사]청록색
admonish [əd|mɑ:nɪʃ, əd|mɒnɪʃ]
[동사]~ sb (for sth/for doing sth) 꾸짖다, 책망하다
[동사](강력히) 충고하다
admonishingly
[부사]타이르듯, 충고[경고]하듯
the 13th inst.
이달 13일 ★ 지금은 상용문에서도 on the 13th of this month 또는 그 달의 이름을 씀(cf. ULT.,
PROX.).
금월 10일
the 10th inst.
본월 5일
the 5th of this month
the 5th inst.
|

avowed [ə vaʊd]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격식) 공언한, 자인한

avow [ə|vaʊ]
[동사](격식) 맹세[공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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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bout(s) is it?
그것은 어디 쯤에 있느냐?
|

despotism [ despətɪzəm]
[명사]U 폭정
|

animated [ ӕnɪmeɪtɪd]
[형용사]활기찬, 활발한
[형용사]사진・그림 등이 동영상으로 된, 만화 영화로 된
|

|

animate [ ӕnɪmeɪt, ӕnɪmət]
[동사]생기를 불어넣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만화 영화로 만들다
[형용사](격식) 살아 있는, 생물인
|

sour [ saʊə(r)]
[형용사](맛이) 신, 시큼한
[형용사]특히 우유가 상한
[형용사]사람이 뚱한, 시큰둥한; 심술궂은
[동사]관계・태도・사람들 등이 안 좋아지다, 틀어지다; 안 좋아지게[틀어지게] 만들다
[동사][자,타동사][V, VN] (우유가[를]) 상하다[상하게 하다]
|

stringent [ strɪndƷənt]
[형용사]법률・규칙・규정 등이 엄중한
[형용사]재정적 조건이 긴박한, 절박한
infringement [infríndƷmənt]
[명사][U] (법규) 위반, 위배; (특허권·판권 등의) 침해; [C] 위반[침해] 행위
ascertain [ |ӕsər|teɪn, |ӕsə|teɪn]
[동사](격식) (옳은 정보를) 알아내다[확인하다]
|
|
particular [pər tɪkjələ(r), pə tɪkjələ(r)]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특정한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보통보다 더 많거나 대단하여) 특별한
[형용사]~ (about/over sth) 까다로운
[명사][주로 복수로] (특히 공적 문서에 기록하는) 자세한 사실[사항]
[명사]pl. particulars (재산・사업・직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서면 정보
|

deceased [dɪ si:st]
[형용사]사망한
[명사](pl. the deceased) the deceased 고인
acuteness
[명사][U] 날카로움; 격렬함
|
|
exertion [ɪg z3:rʃn, ɪg z3:ʃn]
[명사]U (ex・er・tions [pl.]) 노력, 분투

[명사]sing. (권력・영향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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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lay/set eyes on somebody/something
(비격식) (보통 부정문에 쓰여) ~을 보다
|

scoundrel [ skaʊndrəl]
[명사](구식) (비열한) 악당
|

disreputable [dɪs repjətəbl]
[형용사]평판이 안 좋은
statuette [|stӕtʃu|et]
[명사]작은 조각품
|
vengeance [ vendƷəns]

[명사]U ~ (on/upon sb)(격식) 복수, 앙갚음
|
|
beatitude [bi ӕtɪtu:d, bi ӕtɪtju:d]
[명사]pl. the Beatitudes 성서에 나오는 팔복(八福)

지복至福
the highest good, the supreme bliss, beatitude
fair-haired
[형용사]머리카락이 옅은 색인, 금발의
unresponsive [|ʌnrɪ|spɑ:nsɪv, |ʌnrɪ|spɒnsɪv]
[형용사]~ (to sth)(격식) 무반응의, 묵묵부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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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ieutenant [sʌ̀blu:ténənt]
[명사](영국의) 해군 소위
[명사](영) 해군 중위(cf. LIEUTENANT)
inflating
[명사](의학) 팽창(膨脹)
[명사](의학-용어) 팽창의
|

|

bodily [ bɑ:dɪli, bɒdɪli]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신체의
[부사]몸 전체로; 힘껏
[부사]온전히, 통째로
|
complacent [kəm pleɪsnt]
[형용사]~ (about sb/sth)(보통 못마땅함)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만족적인
|
paroxysm [ pӕrəksɪzəm]
[명사](격한 감정의) 발작[폭발]

[명사](의학) (증세의) 발작
|
amusement [ə mju:zmənt]
[명사]U 재미, 우스움

[명사]C [주로 복수로] 오락, 놀이
|

tickle [ tɪkl]
[동사](장난을 치느라고 손가락으로) 간지럼을 태우다[간지럽히다]
[동사](약간 불편하게) 간질이다[간질간질하다]
[동사](흥미 등을) 돋우다; 재미있게 하다
[명사](장난으로) 간지럽히기[간질거리기]
[명사](약간 불편하게) 간지러움[간질간질함]
antecedent [|ӕntɪ|si:dnt]
[명사]C(격식) 선행 사건
[명사]pl. antecedents(격식) 선조
[명사]C(문법) (특히 대명사의) 선행사
[형용사](격식) 선행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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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fallen [|krestfɔ:lən]
[형용사]풀이 죽은, 의기소침한
|

sententious [sen tenʃəs]
[형용사](격식 못마땅함) 무게를 잡는, 훈계조의
50

falsehood [|fɔ:lshʊd]
[명사]U 거짓임; 거짓말하기
[명사]C 거짓말
make a clean breast of something
모조리 자백하다; …을 고백하다; 털어놓다
coarse [kɔ:rs, kɔ:s]
[형용사]피부나 천이 거친

[형용사](알갱이・올 등이) 굵은
[형용사]음탕한
brutish [|bru:tɪʃ]
[형용사]야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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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inent [|p3:rtnənt, |p3:tɪnənt]
[형용사]~ (to sth)(격식)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관련 있는]
1

slack [slǽk]
[형용사]<로프·새끼 등이> 늘어진, 느슨한(loose), <말고삐 등이> 느즈러진; <규율 등이> 해이한
[형용사]힘이 없는, 맥이 빠진; <걸음 등이> 굼뜬
[형용사]되는대로의 , 부주의한(careless), 태만한 ((in)); 흘게 늦은
[형용사]꾸물거리는 ; <흐름 등이> 느린; <날씨가> 흐릿한
[형용사]활발치 못한, 침체한, 불경기의, 시세가 없는
한산하다閑散
quiet, (일이 없어 한가하다) slack
(한적하고 쓸쓸하다) quiet
grudge [grʌdƷ]
[명사]~ (against sb) 원한, 유감
[동사](무엇을 하거나 주는 것을) 억울해 하다[아까워하다]
[동사][타동사][VNN]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다, 배 아파하다
incoherent [|ɪnkoʊ|hɪrənt, |ɪnkəʊ|hɪərənt]
[형용사]사람들이 (흔히 감정이 북받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제대로 말을 못하는]
[형용사]소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형용사]비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
scuffle [ skʌfl]
[명사]~ (with sb) 실랑이, 옥신각신함

[동사]~ (with sb)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옥신각신하다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휙[슥]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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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n [jɔ:n]
[동사]하품하다
[명사]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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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tercation [|ɔ:ltər keɪʃn, |ɔ:ltə keɪʃn]
[명사]C , U(격식) 언쟁, 논쟁
|

jaunty [ dƷɔ:nti]
[형용사]의기양양한, 쾌활한
[형용사]경쾌한
|

demeanour(英)(美 de・meanor) [dɪ mi:nə(r)]
[명사]U(격식) 처신, 태도
mark [mɑ:rk, mɑ:k]
[동사]WRITE/DRAW | ~ A (with B) | ~ B on A (표・기호 등으로) 표시하다
[동사]SPOIL/DAMAGE | (외관을 망치는) 흔적[자국]을[이] 내다[나다]
|

|

disturbed [dɪ st3:rbd, dɪ st3:bd]
[형용사](특히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형용사]대단히 불행한
[형용사]매우 불안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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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mbling [ fʌmblɪŋ]
[형용사]어설픈, 머뭇거리는
|
intelligence [ɪn telɪdƷəns]
[명사]지능

[명사]기밀, 정보; 정보 요원들

momentous [mo ʊ|mentəs, mə|mentəs]
[형용사]중대한
dumfound(er) [dʌ́mfáund(ər), ́-̀-]
|

dumbfound [dʌm faʊnd]
[동사][타동사][VN]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게 만들다
|
grumble [ grʌmbl]
[동사]~ (at/to sb) (about/at sb/sth) 투덜[툴툴]거리다

[동사][자동사][V] 우르릉거리다
drop into
…에 들르다, 기항(寄港)하다
[습관 따위]에 빠지다
[남]을 야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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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 [ə|veɪl]
[동사][타동사][VN](격식 또는 구식) 도움이 되다, 소용에 닿다
|

|

affirmative [ə f3:rmətɪv, ə f3:mətɪv]
[형용사](격식)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긍정[동의]하는
[명사](격식) 긍정[동의]의 말; 긍정, 동의
boots [bú:ts]
[명사]((pl. ~))(영) [호칭으로도 쓰임] (호텔의) 구두닦이 ((짐을 나르기도 함))
|

meander [mi ӕndə(r)]
[동사]강・도로 등이 구불구불하다
[동사](특히 특별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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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ing [ |kri:p ɪŋ]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좋지 않은 일이 서서히[몰래] 진행되는[다가오는]
flesh [fleʃ]
[명사]U (사람・동물의) 살, 고기
[명사]U (사람의) 피부
[명사]sing. the flesh(문예체) (정신・영혼에 대비되는) 육체[몸]
|

presentiment [prɪ zentɪmənt]
[명사](격식) (특히 불길한) 예감
|

awestruck [ ɔ:strʌk]
[형용사](문예체) 경이로워 하는
|
|
methodical [mə θɑ:dɪkl, mə θɒdɪkl]
[형용사]체계적인

[형용사]사람이 체계적인, 꼼꼼한
|
|
impart [ɪm pɑ:rt, ɪm pɑ:t]
[동사]~ sth (to sb) (정보・지식 등을) 전하다

[동사]~ sth (to sth) (특정한 특성을) 주다
mews [mju:z]
[명사](pl. mews)(英) 마구간을 개조한 작은 집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
3

mew
[명사]매장 ((매가 털갈이할 때 가두어 두는 장))
[명사]은신처
[타동사]<사람 등을> 가두다 ((up))
1

mew [mjúː]
[자동사]<고양이 등이> 야옹야옹하고 울다
[타동사]고양이 등이 우는 것 같은 소리로 말하다
[명사]야옹야옹(하고 우는 소리)
|
joiner [ dƷɔɪnə(r)]

[명사](英) 소목장이
[명사]가입자, 입회자
|

tally [ tӕli]
[명사](pl. -ies) (특히 총계・총액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기록
[동사][자동사][V] ~ (with sth) 부합[일치]하다
[동사][타동사][VN] ~ sth (up) 총계를 내다
exultation [|egzʌl|teɪʃn]
[명사]U(격식) 의기양양함, 기뻐서 어쩔 줄 모름
odd [ɑ:d, ɒd]
[형용사]STRANGE | 이상한, 특이한
[형용사]ODD- | [합성어에서] …이 이상한
|

ointment [ ɔɪntmənt]
[명사]U , C 연고
|
exultant [ɪg zʌltənt]
[형용사]~ (at sth)(격식)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의기양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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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uble [ sɑ:ljəbl, sɒljəbl]
[형용사]~ (in sth) (액체에) 녹는, 용해성이 있는
[형용사](격식) 문제가 해결 가능한
|

muzzle [ mʌzl]
[명사](동물, 특히 개와 말의) 코와 주둥이 부분
[명사](특히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개 입에 씌우는) 입마개
[명사]총구
[동사][주로 수동태로]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다
[동사](사람들에게 의견 표현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다
|

proclaim [prə kleɪm]
[동사]선언[선포]하다
[동사](격식) 분명히 보여주다; …의 표시[징후]이다
suit [su:t ; 英 또한 sju:t]
[명사]정장
[명사](특정한 활동 때 입는) …옷[복] (한 벌)
1. (…에게) 편리하다[맞다/괜찮다]
2. [타동사][VN] 특히 옷 ・ 색상 등이 어울리다 .
3. [타동사][VN] [보통 부정문에 쓰여] (특히 英) (…에게) 좋다
dissolve [dɪ|zɑ:lv, dɪ|zɒlv]
[동사][자동사][V] ~ (in sth) 고체가 녹다, 용해되다
[동사][타동사][VN] ~ sth (in sth) (고체를) 녹이다, 용해시키다
[동사][타동사][VN] (결혼 생활・사업상 합의・의회를 공식적으로) 끝내다
[동사]사라지다, 흩어지다
[동사][자동사][V] ~ into laughter, tears, etc. 웃음, 울음 등을 터뜨리다
|

palatable [ pӕlətəbl]
[형용사]음식・술이 맛있는, 맛좋은
[형용사]~ (to sb) 마음에 드는, 구미에 맞는
|

saucer [ sɔ:sə(r)]
[명사](커피 잔 따위의) 받침; 접시 모양의 물건
|
|
laboured(英)(美 la・bored) [ leɪbərd, leɪbəd]
[형용사]호흡이 힘든

[형용사]말・글 등이 지나치게 공을 들인, 부자연스러운
draught(英) [drɑ:ft]
[명사]C (방 안 같은 한정된 공간 안에 흐르는 한 줄기의) 찬바람[외풍]

[명사]C(격식) 죽 들이마시기; 한 모금
[명사]C(옛글투 또는 문예체) 물약
|
|
chagrin [ ʃə grɪn, ʃӕgrɪn]
[명사]U(격식) 원통함, 분함

gnaw [n ɔ:]
[동사]~ (away) (at/on sth) 쏠다, 갉아먹다, 물어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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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sive [dɪ|raɪsɪv]
[형용사](또한 드물게 de・ri・sory) 조롱[조소]하는
inert [ɪ|n3:rt, ɪ|n3:t]
[형용사](격식) 기력이 없는
[형용사](화학) 비활성[불활성]의
|

convulsive [kən vʌlsɪv]
[형용사]움직임이나 동작이 경련성인, 발작적인
perspiration [|p3:rspə|reɪʃn, |p3:spə|reɪʃn]
[명사]땀
[명사]땀 흘리기[내기]
interpretation [ɪn|t3:rprɪ|teɪʃn, ɪn|t3:prɪ|teɪʃn]
[명사]해석, 이해, 설명
[명사](음악 작품・배역에 대한) 해석[연주/연기]
conjecture [kən|dƷektʃə(r)]
[명사]C 추측(한 내용)
[명사]U 추측(함)
[동사](격식) 추측하다
grasp [grӕsp, grɑ:sp]
[동사][타동사][VN] 꽉 잡다, 움켜잡다
[동사]완전히 이해하다, 파악하다
[명사]꽉 쥐기[움켜잡기]; (확실한) 통제[지배]
[명사]이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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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iment [ə|kʌmpənimənt]
[명사]C , U (노래나 다른 악기를 지원하는) 반주(伴奏)
[명사]C 반찬, 안주; 곁들여 마시는 술, 반주(飯酒)
[명사]C(격식) 수반[동반]되는 것
|

|

perpetrate [ p3:rpətreɪt, p3:pətreɪt]
[동사][타동사] (against/upon/on sb)(격식) (범행・과실・악행을) 저지르다[자행하다]
|
|
atrocity [ə trɑ:səti, ə trɒsəti]
[명사]C , U (pl. -ies) [주로 복수로] (특히 전시의) 잔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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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ciate [dɪ|pri:ʃieɪt]
[동사][자동사][V]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가치가 떨어지다[절하되다]
[동사][타동사][VN](상업)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특정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다[절하하다]
[동사][타동사][VN](격식) (…을) 무가치해 보이게 만들다[평가 절하하다]
|

allusion [ə lu:Ʒn]
[명사]C , U ~ (to sb/sth) 암시
|

flaxen [ flӕksn]
[형용사](문예체) 머리카락이 아마 빛의, 금발의
|

resentment [rɪ zentmənt]
[명사]U , sing. 분함, 억울함, 분개
insignificant [|ɪnsɪg|nɪfɪkənt]
[형용사]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하찮은
unsavoury(英)(美 un・savory) [ʌn|seɪvəri]

[형용사]불미스러운, 비도덕적인
forelock [|fɔ:rlɑ:k, |fɔ:lɒk]
[명사]앞머리
[명사](말의) 앞 갈기
bland [blӕnd]
[형용사]특징 없는, 단조로운
[형용사]재미없는, 건조한
[형용사](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특별한 맛이 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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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le [|dƷӕŋgl]
[동사]쨍그렁[땡그랑]거리다
[명사][주로 단수로] 쨍그렁, 땡그랑
inarticulate [|ɪnɑ:r|tɪkjələt, |ɪnɑ:|tɪkjələt]
[형용사]사람들이 (생각・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용사]말의 표현이나 어구가 불분명한
staghound [-hàund]
[명사]사슴 사냥개
epileptic [èpəléptik]
[형용사](병리) 간질(성)의; 간질병의
[명사](병리) 간질 환자
|
epilepsy [ epɪlepsi]
[명사]U 간질
2

fit [fít]
[명사](병의) 발작; 경련
[명사](감정·행동의) 격발(激發) ((of))
[자동사]((~·ted ; ~·ting )) 발작을 일으키다, 졸도하다
|

mangle [ mӕŋgl]
[동사]짓이기다, 심하게 훼손하다
[동사](시・음악 등을 낭독・연주 등을 잘못하여) 망치다[못쓰게 만들다]
|
passage [ pӕsɪdƷ]
[명사]IN THE BODY |C (인체 내에서 기체・액체가 통하는) 관[길]
|

[명사]LONG NARROW WAY |C (pas・sage・way / pæsɪdƷweɪ /) 통로, 복도
diminish [dɪ|mɪnɪʃ]
[동사]줄어들다, 약해지다; 줄이다, 약화시키다
[동사][타동사][VN] (중요성을) 깎아내리다, 폄하하다
|

pinion [ pɪnjən]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특히 사람의 양 팔을) 묶다[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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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lsive [rɪ|pʌlsɪv]
[형용사]역겨운, 혐오스러운
[형용사](물리) 밀어내는
desolation [|desə|leɪʃn]
[명사]고적감
[명사]황량함, 적막함
|

|

lofty [ lɔ:fti, lɒfti]
[형용사]건물・산 등이 (인상적이게) 아주 높은, 우뚝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호감) 생각・목표 등이 고귀한, 고결한
[형용사](못마땅함) 오만한, 거만한
flowing [flóuiŋ]
[형용사]흐르는, 물 흐르는 듯한; 거침없이 이어지는; 유창한(fluent)
[형용사]넘치도록 많은, 풍부한

saline [|seɪli:n, |seɪlaɪn]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전문 용어) 소금이 든, 염분이 함유된
[명사]U(전문 용어) 염분
|

alkali [ ӕlkəlaɪ]
[명사]C , U(화학) 알칼리
barrenness, sterility
불모不毛
|
Pawnee [ pɔ:ni:]
[명사](pl. Paw・nee 또는 Paw・nees) 포니족(북미 인디언의 한 부족)

Blackfoot [|blӕkfʊt]
[명사](pl. Black・feet / 'blӕkfiːt / 또는 Black・foot) 블랙풋(북미 원주민의 한 종족. 주로 미국의 몬타나,
캐나다의 앨버타 지역에 거주)
buzzard [|bʌzərd, |bʌzəd]
[명사](英) (유럽산) 독수리
[명사](美) (미국산) 대머리수리
flap [flӕp]
[명사] (봉투・호주머니 위에 달린 것 같은 납작한) 덮개
[명사][주로 단수로] 펄럭[퍼덕]거림
[동사] (새가 날개를[새의 날개가]) 퍼덕거리다[퍼덕이다]
a grizzly bear
회색곰
|

ravine [rə vi:n]
[명사](좁고 험한) 산골짜기,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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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enance [|sʌstənəns]
[명사](음식・물 등)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자양물
[명사]~ (of sth) 지속, 유지
slope [sloʊp, sləʊp]
[명사]C [주로 복수로] (산)비탈, 경사면
[동사]수평면이 경사지다, 기울어지다
1

clump [klʌ́mp]
[명사]수풀, 나무숲; (관목의) 덤불(thicket)
[명사](사람·사물의) 집단; (흙)덩어리(lump)
[명사]강타, 구타
dwarfish [dwɔ́:rfiʃ]
[형용사]난쟁이 같은; 유난히 작은(pygmyish), 오그라져서 작은(stunted)
chaparral [|ʃӕpə|rӕl]
[명사]U(美) 수풀[덤불](이 뒤덮인 지역)
|

summit [ sʌmɪt]
[명사](산의) 정상, 산꼭대기; 절정, 정점
[명사]정상 회담
fleck [flek]
[명사](드문드문 섞인) 얼룩 (같은 것)
[명사]쪼가리, 부스러기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 sth (with sth) 얼룩덜룩하게 하다
appertain [æ̀pərtéin]
[자동사]<부분·권리·의무 등이> (…에) 속하다, 부속하다(belong) ((to)); (…에) 관계[관련]하다(relate)
((to))
[자동사](…에) 적절하다 ((to))
|
|
subdue [səb du:, səb dju:]

[동사](감정을) 가라앉히다[억누르다]
[동사]진압하다
|

rutted [ rʌtɪd]
[형용사]도로・오솔길이 바퀴 자국이 깊이 패인
trodden
[기타]TREAD의 과거분사
tread [tred]
[동사][자동사][V] ~ (on/in/over sth/sb)(특히 英) (발을) 디디다, 밟다
[동사](격식 또는 문예체) (어디에) 발을 디디다, (어디를) 걷다[걸어가다]
[명사]sing. 걸음걸이; 발소리
|

wayside [ weɪsaɪd]
[명사]sing. 길가, 도로변
|
|
haggard [ hӕgərd, hӕgəd]
[형용사]초췌한
|
|
parchment [ pɑ:rtʃmənt, pɑ:tʃmənt]
[명사]U 두꺼운 담황색 종이

[명사]U 양피지
[명사]C 양피지 문서
|

sunken [ sʌŋkən]
[형용사]눈・볼이 움푹 들어간, 퀭한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침몰한, 물속에 가라앉은
lustre(英)(美 lust・er) [|lʌstə(r)]
[명사]윤(기), 광택
[명사](특별함을 부여하는) 빛
|

fleshy [ fleʃi]
[형용사]사람의 신체나 사람들이 살집이 있는, 살찐
[형용사]화초나 과일이 다육질의, 두껍고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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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y [ |waɪəri]
[형용사]사람이 (여위지만) 강단 있는
[형용사]머리카락 ・식물 등이 철사 같은, 뻣뻣한
|

|

constitution [|kɑ:nstə tu:ʃn, |kɒnstɪ tju:ʃn]
[명사]C 체질
[명사]C 헌법
[명사]U(격식) 설립, 설치
|

senile [ si:naɪl]
[형용사]망령, 노망
|

decrepit [dɪ krepɪt]
[형용사]사물이나 사람이 노후한; 노쇠한
1

toil [tɔ́il]
[자동사]힘써 일하다 , 수고하다, 고생하다 ((at, for))
[자동사]애써 나아가다[걷다] ((away, at, on, over, through))
[명사][U] 노고, 수고, 고생; [문어] (뼈 빠지는) 일, 노역;
elevation [|elɪ|veɪʃn]
[명사]U(격식) 승진, 승격
[명사]C(주로 단수로 전문 용어) 해발 높이, 고도
|

barren [ bӕrən]
[형용사]땅・토양이 척박한, 황량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소득[결실] 없는
|
|
boulder [ boʊldə(r), bəʊldə(r)]

[명사](물이나 비바람에 씻겨 반들반들해진) 바위
deposit [dɪ|pɑ:zɪt, dɪ|pɒzɪt]
[동사] (특정한 곳에) 두다[놓다]
[명사] (지불할 돈의 일부로 처음에 내는) 착수금[보증금]
[명사][주로 단수로] 집세[전세] 보증금
shawl [ʃɔ:l]
[명사]숄
slung
[기타]sling 의 과거, 과거분사
1

sling [slíŋ]
[타동사]<…을> (어깨 위 등에) 던져 올리다, 걸치다; [의학] 걸메는 붕대로 매달다; <칼 등을> 차다, (멜빵·
걸빵으로) 걸메다[걸머지다] ((over)); (밧줄·사슬 등으로) 달아 올리다
protrude [proʊ|tru:d, prə|tru:d]
[동사][자동사][V] ~ (from sth)(격식)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

speckled [ spekld]
[형용사]작은 반점들이 있는, 얼룩덜룩한
dimpled
[형용사]보조개가 생긴, 잔물결이 인
|
|
reproachful [rɪ proʊtʃfl, rɪ prəʊtʃfl]
[형용사]비난[책망]하는 (듯한)
|

penitent [ penɪtənt]
[형용사]뉘우치는, 참회하는
[명사](특히 종교인으로서) 회개하는 사람
|

extricate [ ekstrɪkeɪt]
[동사](곤란한 상황에서) 해방되다[해방시키다]
[동사](갇혀 있던 곳에서) 탈출시키다
|

dainty [ deɪnti]
[형용사]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앙증맞은
[형용사]동작이 조심스러운, 얌전한
frock [frɑ:k, frɒk]
[명사](구식 특히 英) 드레스
|

|

bespoke [bɪ spoʊk, bɪ spəʊk]
|
[형용사](美 주로 'custom- made) 제품이 (개인 주문에 따라) 맞춘
[형용사]맞춤 생산을 하는

wan [wɑ:n, wɒn]
[형용사]창백한, 파리한, 힘없는
tousy [táuzi]
[형용사]((tous·i·er; -i·est)) [스코] 흐트러진; 임시변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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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y [|bʊli]
[명사](pl. -ies)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동사][타동사](약자를) 괴롭히다[왕따시키다]; 협박하다
|

mica [ maɪkə]
[명사]U 운모(광물)
|

reckon [ rekən]
[동사](비격식 특히 英) (…라고) 생각하다
[동사][V to inf](英 비격식) 예상하다
|

grimy [ graɪmi]
[형용사](grimi・er , grimi・est) 때 묻은, 더러운
visage [|vɪzɪdƷ]

[명사](문예체) (사람의) 얼굴
|
pinafore [ pɪnəfɔ:(r)]

[명사](|pinafore dress , 美 주로 jumper)(또한 특히 英 모두 사용) 점퍼스커트(블라우스나 스웨터 위에 입
는, 소매 없는 웃옷과 스커트가 한데 붙은 옷)
[명사](아이들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입히는) 긴 앞치마
tramp [trӕmp]
[명사]C (hobo) 부랑자, 떠돌이
[명사]sing. the ~ of sb/sth (터벅터벅・저벅저벅 걷는) 발자국 소리
[명사]C [주로 단수로] 오래 걷기
[동사](또한 美 비격식 tromp) (특히 오랫동안) 터벅터벅[저벅저벅]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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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eful [ gli:fl]
[형용사]신이 난; 고소해 하는
|

buckwheat [ bʌkwi:t]
[명사]U 메밀
vault [vɔ:lt]
[명사](특히 은행의) 금고[귀중품 보관실]
[명사]지하 납골당[묘지]
[명사]아치형 지붕[천장]
|

vulture [ vʌltʃə(r)]
[명사]독수리, 콘도르
[명사]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
|
forerunner [ fɔ:rʌnə(r)]
[명사]~ (of sb/sth) 선구자, 전신(前身); 전조

hain't [héint] = 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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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tle [|prӕtl]
[동사][자동사][V] ~ (on/away) (about sb/sth)(구식 흔히 못마땅함) (쓸데없이 마구) 지껄이다
|

reckless [ rekləs]
[형용사]무모한, 신중하지 못한; 난폭한
hardened [hɑ́:rdnd]
[형용사]굳어진, 경화한, 단단해진, 강해진
[형용사]철면피한, 무정[냉담]한; 무감각한
[형용사]불굴의, 완고한
|

chubby [ tʃʌbi]
[형용사]통통한, 토실토실한
|

angular [ ӕŋgjələ(r)]
[형용사]사람이 뼈가 앙상한, 몹시 여윈
|
|
heartfelt [ hɑ:rtfelt, hɑ:tfelt]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진심 어린
|

entreaty [ɪn tri:ti]
[명사]C , U (pl. -ies)(격식) 간청, 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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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op [dru:p]
[동사](특히 지치거나 약해져서) 아래로 처지다[늘어지다]
[동사]풀이 죽다, (기가) 꺾이다
1

grizzle [ɡrízl]
[명사][U] 회색; [C] 회색 머리[가발, 말]

[형용사]회색의(gray)
[자동사-타동사]회색이 되다, 회색으로 만들다
|

tresses [ tresɪz]
[명사]pl.(문예체) (여성의) 긴 머리, 삼단 같은 머리
well-defined [wéldifáind]
[형용사]윤곽이 뚜렷한, 정의(定義)가 명확한
|

|

fertile [ f3:rtl, f3:taɪl]
[형용사]땅・토양이 비옥한, 기름진
[형용사]사람・동물・식물이 생식력 있는, 가임의
1

herd [hə́ːrd]
[명사]가축의 떼 , 무리, ((특히)) 소떼, 돼지떼 ((of))
[명사][a ~] 대량, 다량, 다수 ((of))
[자동사]무리를 지어 가다 ((with)); 모이다 ((together)); <식물이> 군생하다
|

bison [ baɪsn]
[명사](pl. bison) 들소
|

arid [ ӕrɪd]
[형용사]땅이나 기후가 매우 건조한
[형용사](격식) 무미건조한, 새로운[흥미로운] 게 없는
1

bluff [blʌ́f]
[형용사]<해안 등이> 절벽의, 험한, 깎아지른 듯한
[형용사]퉁명스러운, 무뚝뚝한; 솔직한
[명사](강·호수·바다에 면한 폭이 넓은) 절벽, 깎아지른 곶
2

bluff
[명사][CU] [또는 a ~] 허세, 엄포
[명사]허세 부리는 사람
1

repose [ripóuz]
[명사]휴식(rest); 수면; 휴양, 정양
[명사](마음의) 평온; (태도 등의) 침착
[명사](장소 등의) 한적, 정적
|

canvas [ kӕnvəs]
[명사]U 캔버스 천(텐트・돛・화폭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질긴 천)
[명사]C 화폭; 유화
2

tilt
[명사]포장 ((짐차·배·노점 등의)), 차일, 차양(awning)
[타동사]…에 차일을 치다, 포장을 씌우다
1

haze [héiz]
[명사]아지랑이, 안개, 연무; 아지랑이[안개, 연무] 모양의 것; 엷은 연기
[명사][종종 a ~] (정신 상태의) 흐릿함, 의식의 몽롱
apparition [|ӕpə|rɪʃn]
[명사]유령
|

caravan [ kӕrəvӕn]
[명사](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
[명사](美 camp・er)(英)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명사](英)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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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ggling [strǽɡliŋ]
[형용사]낙오한; 일행에서 떨어진; <행렬 등이> 흩어져 나아가는; <마을·집 등이> 흩어져 있는; <머리털이>
헝클어진; <가지 등이> 멋대로 뻗는
array [ə|reɪ]
[명사][주로 단수로] (인상적인) 집합체[모음/무리]

[동사](전투 대열로) 배치하다
toddle [|tɑ:dl, |tɒdl]
[동사](어린 아이가) 걸음마타다[아장아장 걷다]
|
humanity [hju: mӕnəti]
[명사]U 인류, 인간

[명사]U 인간애; 인도적임
neigh [neɪ]
[동사][자동사][V] (말이 히이잉 하고) 울다
clad [klӕd]
[형용사][흔히 부사 뒤나 합성어에 쓰여] ~ (in sth) …(옷)을 입은
[형용사]-clad [합성어에서] …이 덮인
|
|
sombre(英)(美 som・ber) [ sɑ:mbə(r), sɒmbə(r)]
[형용사](빛깔이) 칙칙한

[형용사]침울한
|

|

homespun [ hoʊmspʌn, həʊmspʌn]
[형용사]특히 생각이 소박한, 보통의
[형용사]천이 집에서[손으로] 짠
1

keen [kíːn]
[형용사]<칼 등이> 날카로운, 예리한(sharp)
[형용사]<바람·추위 등이> 심한, 살을 에는 듯한(cutting); <고통·경쟁 등이> 강렬한, 격렬한
[형용사]<감각 등이> 예민한, 민감한(sensitive); <사람이> 빈틈없는, 경계하는; 섬세하게 인식하는
[형용사]열심인; 열중한; 열망하는 ((about, on, for, to do))
exclamation [|eksklə|meɪʃn]
[명사]감탄사
|

rugged [ rʌgɪd]
[형용사]풍경이 바위투성이의; 기복이 심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 사람이 단호한
1

crag [krǽɡ]
[명사]울퉁불퉁한 바위, 험한 바위산
wisp [wɪsp]
[명사](머리카락・잔디 등과 같이 작고 가느다란 것의) 조각[가닥]
[명사](연기・구름의) 줄기
|
|
reinforce [|ri:ɪn fɔ:rs, |ri:ɪn fɔ:s]
[동사](감정・생각 등을) 강화하다

[동사](군대・구성원・장비 등을) 증강[증원]하다
|

|

vanguard [ vӕngɑ:rd, vӕngɑ:d]
[명사](군대 공격대의) 선봉[전위]
[명사](사회적인 운동의) 선봉[선두]
|

redskin [ redskɪn]
[명사](구식 금기어 모욕적)
|

Injun [ ɪndƷən]
[명사](美 금기어 속어) (경멸적으로 써서) 아메리카 인디언
in command of
…을 지휘하여; …을 마음대로 하여; [어떤 위치]를 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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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ous [prɪ|sɪpɪtəs]
[형용사]가파른, 깎아지른 듯한
[형용사]급작스러운
[형용사]황망한, 황급한
|
dexterity [dek sterəti]

[명사]U (손이나 머리를 쓰는) 재주
flit [flɪt]
[동사][자동사]| ~ (between A and B) (가볍게) 돌아다니다, 휙 스치다[지나가다]
[동사][자동사][V](스코틀랜드 영어) 이주[이사]하다
|

affect [ə fekt]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영향을 미치다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질병이 (사람이나 신체 부위에) 발생하다[침범하다]; 병이 나게 하다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다, 깊은 슬픔[연민]을 유발하다
[동사][타동사][VN](격식 못마땅함) (옷차림・어투를) 꾸미다, 과장되게 입다[쓰다]
|

|

plateau [plӕ toʊ, plӕtəʊ]
[명사]고원
[명사]안정기; 정체기
[동사][자동사][V] ~ (out) 안정[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

placid [ plӕsɪd]
[형용사]사람・동물이 (쉽게 동요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차분한[얌전한]
[형용사]잔잔한
|

sinewy [ sɪnju:i]
[형용사]사람・동물이 (늘씬한) 근육질의
infantile [|ɪnfəntaɪl]
[형용사](못마땅함) 어린애 같은, 유치한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격식 또는 전문 용어) 유아의, 어린 아이의
|
|
terminate [ t3:rmɪneɪt, t3:mɪneɪt]
[동사]끝나다, 종료되다; 끝내다, 종료하다

[동사][자동사][V] 버스・기차가 종점에 닿다
|

shrivel [ ʃrɪvl]
[동사](-ll- , 美 -l-) ~ (sth) (up) 쪼글쪼글해지다; 쪼글쪼글하게 만들다
ledge [ledƷ]
[명사]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명사](특히 창문 아래 벽에 붙인) 선반
|
|
solemn [ sɑ:ləm, sɒləm]
[형용사]사람이 침통한; 근엄한

[형용사](말・행동 등이) 엄숙한
[형용사]종교 의식・공식적인 행사가 엄숙한
raucous [|rɔ:kəs]
[형용사]요란하고 거친, 시끌벅적한
|

sullen [ sʌlən]
[형용사]뚱한, 시무룩한
[형용사](문예체) 하늘・날씨가 음침한, 침울한
|
|
desolate [ desələt, desəleɪt]
[형용사]장소가 황량한, 적막한

[형용사]너무나 외로운, 고적한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문예체) 고적하게 만들다
incredulity [ìnkrədjú:ləti, -djú:-]
[명사]U 쉽사리 믿지 않음, 의심 많음, 불신(disbelief)
|

|

delirium [dɪ lɪriəm ; 英 또한 dɪ lɪəriəm]
[명사]U (보통 병으로 인한) 섬망[망상/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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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e [|reskju:]
[동사]~ sb/sth (from sth/sb) (위험에서) 구하다, 구조[구출/구제]하다

[명사]U 구출, 구조, 구제
|

delusion [dɪ lu:Ʒn]
[명사]C 망상
gaunt [gɔ:nt]
[형용사]사람이 수척한, 아주 여윈
|

defiant [dɪ faɪənt]
[형용사](공개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항[저항]하는
nigh [naɪ]
[부사]~ on(구식) 거의
[부사](옛글투 또는 문예체) 가까이
|
|
persecute [ p3:rsɪkju:t, p3:sɪkju:t]
[동사]~ sb (for sth) (특히 인종・종교・정치적 이유로) 박해하다

[동사]귀찮게[못살게] 굴다
jest [dƷest]
[명사](구식 또는 격식) 농담, 익살, 장난
[동사]~ (about sth)(격식 또는 유머) 농담하다
|
|
Mormon [ mɔ:rmən, mɔ:mən]

[명사]모르몬교도(1830년 미국에서 Joseph Smith가 창립한 모르몬 교회(정식 명칭은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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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st1 [ə́ːrnist]
[형용사]진지한, 열심인; 열렬한 ((over, about, in))
[형용사]<말·감정 등이> 성실한, 본심으로부터의
[명사][U] 진지함, 진심
commiseration [kə|mɪzə|reɪʃn]
[명사]U , C(격식) (특히 시합에서 진 사람에 대한) 위로[동정]의 표현
destitution [dèstətjú:ʃən, -tjú:-]
[명사][U] 결핍 (상태); 극빈, 빈곤, 궁핍
|
conspicuous [kən spɪkjuəs]
[형용사]눈에 잘 띄는, 튀는; 뚜렷한
|

gaudy [ gɔ:di]
[형용사](gaud・ier , gaudi・est)(못마땅함) (색깔이) 야한[천박한]
gaudiness
[명사]U 저속한 화려함, 야한 미(美)
1

yoke [jóuk]
[명사](한 쌍의 소 등에 메우는) 멍에 ((결합·고생·운명 등의 상징))
whereas [ |wer |ӕz, |weər|ӕz]
[접속사]두 가지 사실을 비교 ・대조할 때 씀
[접속사](법률) (공식적인 문서에서 문장 첫 부분에 쓰여) …한 사실이 있으므로
castaway [ |kӕstəweɪ, |kɑ:stəweɪ]
[명사]조난자(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 외딴 섬에 이르게 된 사람)
creed [kri:d]
[명사](종교적) 교리; 신념, 신조
2

fold
[명사](가축, 특히 양의) 우리(pen)
[명사](우리 안의) 양 떼
[명사][the ~; 집합적] 교회 신도(cf. FLOCK)
[명사][the ~] 공통의 신앙[신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1

speck [spék]
[명사]작은 얼룩 [흠], 작은 반점(斑點); (과실의) 멍, 작은 흠

[명사]잔 알맹이, 아주 작은 조각 ((of)); [보통 부정문에서] 조금, 소량 ((of))
[명사]오점
|

decay [dɪ keɪ]
[명사]부패, 부식
[명사](사회・제도 등의) 쇠퇴[퇴락]
[동사]부패하다, 썩다; 부패시키다, 썩게 만들다
|

corrupt [kə rʌpt]
[형용사]사람들이 부패한, 타락한
[형용사]행동이 부정직한, 비도덕적인
[동사][타동사][VN] 부패하게 만들다, 타락시키다
|
restrain [rɪ streɪn]
[동사](더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다

[동사]~ sb/sth (from sth/from doing sth)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제지]하다
[동사]~ yourself (from sth/from doing sth) (감정 등을) 억누르다[참다]
|

retain [rɪ teɪn]
[동사](계속) 유지[보유]하다
|

likewise [ laɪkwaɪz]
[부사](격식) 똑같이; 비슷하게
[부사](격식) 또한
waif [weɪf]
[명사](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듯) 비쩍 마른 사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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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morate [kə|meməreɪt]
[동사][타동사][VN] (중요 인물・사건을) 기념하다
privation [praɪ|veɪʃn]
[명사]C , U(주로 복수로 격식) 궁핍
|

haven [ heɪvn]
[명사]안식처, 피난처
|
|
constancy [ kɑ:nstənsi, kɒnstənsi]
[명사]불변성

[명사](호감) 지조, 절개
|
unparalleled [ʌn pӕrəleld]
[형용사](격식) 비할[견줄] 데 없는
|

savage [ sӕvɪdƷ]
[형용사]야만적인, 흉포한, 몹시 사나운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구식 금기어) 미개한
[명사](구식 금기어) 미개인
[명사]야만인, 포악한 사람
|
disease [dɪ zi:z]
[명사]질병, 병, 질환

[명사]C(격식) 병폐
|

impediment [ɪm pedɪmənt]
[명사]~ (to sth) (무엇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
[명사](언어 사용상의) 장애
tenacity [tənǽsəti]
[명사]고집
[명사]끈기; 강인함; 완강, 불굴, 집요
[명사]뛰어난 기억력
[명사]점착력, 점성
for evermore

영원히, 영구히
|
|
apportion [ə pɔ:rʃn, ə pɔ:ʃn]
[동사][타동사][VN] ~ sth (among/between/to sb)(격식) (몫을) 나누다, 배분[할당]하다
|
|
allot [ə lɑ:t, ə lɒt]
[동사](-tt-) ~ sth (to sb/sth) | ~ (sb/sth) sth (시간・돈・업무 등을) 할당[배당]하다

drain [dreɪn]
[동사]물[액체]을[이] 빼내다[빠지다]
[동사]~ (sth) (from/out of sth) | ~ (sth) (away/off) (액체를[가]) 따라 내다[흘러 나가다]
[명사]C 배수관
hedge [hedƷ]
[명사]생울타리
[동사][타동사][VN] 생울타리를 심다[두르다]
[동사][자동사][V] 얼버무리다
[동사][타동사] (with sth)(격식) (~으로) ~을 둘러싸다[구속하다]
|
|
prosper [ prɑ:spə(r), prɒspə(r)]
[동사][자동사][V] 번영[번창/번성]하다

rasp [rӕsp, rɑ:sp]
[명사]sing. 거친[쉰 듯한] 소리
[명사]C (표면을 다듬는 데 쓰는) 줄
[동사]~ (sth) (out) 거칠게[쇳소리로/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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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ument [|mɑ:njumənt, |mɒnjumənt]
[명사]~ (to sb/sth)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명사]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명사]~ to sth ~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것
headstrong [|hedstrɔ:ŋ, |hedstrɒŋ]
[형용사](못마땅함) 고집불통의
1

rally [rǽli]
[동사]<흩어진 군대·집단 등을> 다시 불러 모으다 , 규합하다, 모집하다, 재결집하다
[자동사]다시 모이다 ((for)), 다시 집결하다; 집합하다, 단결하다; 지원하러 모이다
[자동사]회복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from)); <시장·경기가> 회복되다
elasticity [|i:lӕ|stɪsəti ; |elӕ|stɪsəti ; ɪ|lӕ|stɪsəti]
[명사]U 탄성, 탄력성
indefatigable [|ɪndɪ|fӕtɪgəbl]
[형용사](격식 호감) 포기할[지칠] 줄 모르는
1

tract [trǽkt]
[명사](땅·하늘·바다 등의) 넓이, 넓은 면적, 지방, 지대; 지역, 구역
[명사](해부) (신경 계통의) 속(束), 삭(索)
[명사][고어] 시간적 넓이, 기간(interval); 시간의 경과(lapse)
|

principal [ prɪnsəpl]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주요한, 주된
[명사](英) 학장, 총장
[명사](연극・오페라 등의) 주연 배우
장로長老
(기독교의) elder
|

substantial [səb stӕnʃl]
[형용사](양・가치・중요성이) 상당한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격식) 크고 튼튼한, 단단히 지은
till
[타동사]갈다, 경작하다(cultivate)

[타동사]배양하다, 개발하다; 연구하다
[자동사]땅을 갈다
susceptibility [sə|septə|bɪləti]
[명사]U , sing. ~ (to sth) 민감성
[명사]pl. susceptibilities (상처 받기 쉬운) 감정, 감수성
|

resolute [ rezəlu:t]
[형용사]단호한, 확고한
resolutely
결연히 , 과감하게
with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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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exible [ɪn|fleksəbl]
[형용사](못마땅함) 융통성[신축성] 없는
[형용사](못마땅함) 사람・조직이 (의견・결정 등에 있어서) 완강한[경직된]
[형용사]물질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

|

adhere [əd hɪr, əd hɪə(r)]
[동사][자동사][V] ~ (to sth)(격식) 들러붙다, 부착되다
lukewarm [ |lu:k|wɔ:rm, |lu:k|wɔ:m]
[형용사]미지근한
[형용사]~ (about sb/sth)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냉담冷淡
(무관심함) coolness, indifference, lukewarmness
reluctance [rilʌ́ktəns(i)]
[명사]싫음, 마지못해 함, 꺼림, 마음 내키지 않음; [드물게] 반항
[명사](전기) 자기(磁氣) 저항
|

incur [ɪn k3:(r)]
[동사](좋지 못한 상황을[에]) 초래하다[처하게 되다]
[동사](비용을) 발생시키다[물게 되다]
pine away
(슬픔·그리움으로) 여위어[시들어] 가다
|

celibate [ selɪbət]
[형용사](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순결을 지키는]
[형용사]성관계를 안 한
[명사](격식) 독신주의자; 순결을 지킨[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사람
|
|
conform [kən fɔ:rm, kən fɔ:m]
[동사]~ (to sth)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행동[생각]을 같이 하다; (관습 등에) 따르다[순응하다]

[동사]~ to/with sth (규칙・법 등에) 따르다[맞다]
balsamic [bɔ:lsɑ́mik]
[형용사]발삼 같은; 방향성의; 진통 효과가 있는
[명사]진통제
|
elastic [ɪ lӕstɪk]
[명사]U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테이프/천 등]

[형용사]고무로 된
[형용사]탄력[신축성] 있는
|
|
wayfarer [ weɪferə(r), weɪfeərə(r)]
[명사](구식 또는 문예체) (보통 도보) 여행자

lithe [laɪð]
[형용사]사람이나 그의 몸이 유연한, 나긋나긋한
tripping [trípiŋ]
[형용사]경쾌하게[민첩하게] 빨리 걷는, 발걸음이 가벼운

[형용사]<이야기·시구 등이> 술술 풀리는,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

mustang [ mʌstӕŋ]
[명사]무스탕(아메리카산 작은 야생마)
|
specimen [ spesɪmən]
[명사]견본, 샘플

[명사]표본
[명사](의학 검사용) 시료
|

subtle [ sʌtl]
[형용사](흔히 호감)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형용사]사람・행동이 교묘한, 영리한
|

maiden [ meɪdn]
[명사](문예체) 처녀, 아가씨
|
[명사]('maiden over) 크리켓에서 무득점 오버(6개의 정식 볼을 던져서 점수가 나지 않음)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같은 종류로는) 최초의[처녀-]
|

herald [ herəld]
[동사](앞으로 있을 일을[의]) 예고하다[도래를 알리다]
[동사][흔히 수동태로] ~ sb/sth (as sth) (좋은 일・중요한 일을) 알리다[발표하다]
[명사]전조
[명사](옛날에 통치자의 명을 전하던) 전령관[사자]
|

emblem [ embləm]
[명사](국가・단체를 나타내는) 상징
[명사](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상징
hum1 [hʌ́m]
[동사]<벌·팽이·기계 등이> 윙윙거리다
[동사]콧노래를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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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le2 [difáil, díːfail]
[자동사](군사) (일렬) 종대로 행진하다
[명사]애로, 좁은 길; (일렬) 종대 행진
1

|

defile [dɪ faɪl]
[동사][타동사][VN](격식 또는 문예체)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히다
|

laden [ leɪdn]
[형용사](~을) 잔뜩 실은[든/진]
[형용사](문예체) (특히 불쾌한 것이) 가득한
[형용사]-laden (형용사를 형성하여) …이 가득한
lade [léid]
[동사.]<배·차 등에> (화물·짐을) 싣다 ((with))
[동사.]<화물·짐을> (배·차 등에) 싣다(load) ((on))
1

mule [mjúːl]
[명사]노새 ((암말과 수나귀와의 잡종))
|

bullock [ bʊlək]
[명사]거세한 수송아지
|

outlying [ aʊtlaɪɪŋ]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외딴, 외진
|
|
pasture [ pӕstʃə(r), pɑ:stʃə(r)]
[명사]U , C 초원, 목초지

[명사]pl. pastures (생활・작업 등의) 환경
[동사][타동사][VN] (가축을) 풀밭에 내어놓다[풀을 뜯기다]
motley [ |mɑ:tli, |mɒtli]
[형용사](못마땅함)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사물들이) 잡다하게[마구] 섞인

assemblage [ə|semblɪdƷ]
[명사](격식 전문 용어) 집합(체), 모임
|
commission [kə mɪʃn]
[명사]OFFICIAL GROUP |C 흔히 Commission (보통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위원단]

[명사]MONEY |U , C (위탁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커미션]
[명사]MONEY |U (은행 등에서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
[명사]IN ARMED FORCES |C (군대의) 장교직
peltry [péltri]
[명사]((pl. -ries)) [집합적] 날가죽, 털가죽; [C] (한 장의) 모피
|

|

stoicism [ stoʊɪsɪzəm, stəʊɪsɪzəm]
[명사]U(격식) 극기(심), 금욕
|
|
marvel [ mɑ:rvl, mɑ:vl]
[동사](-ll- , 美 -l-) ~ (at sth)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

[명사]경이(로운 사람・것)
[명사]pl. marvels 경이로운 결과[업적]
herdsman [|h3:rdzmən, |h3:dzmən]
[명사](pl. -men / -mən /) 목동
|
embed(또한 imbed) [ɪm bed]
[동사]~ sth (in sth) (단단히) 박다[끼워 넣다]

[동사](종군 기자・사진 기자 등을) 파견하다
|
cavalcade [|kӕvl keɪd]
[명사](의식에 참여 중인) 말[자동차] 대열

prance [prӕns, prɑ:ns]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과장되게・뽐내며) 활보하다
[동사]말이 껑충거리며 다니다
|

peril [ perəl]
[명사]U (심각한) 위험
[명사]C [주로 복수로] ~ (of sth) 위험성, 유해함
plunge [plʌndƷ]
[동사][자,타동사][+ adv. / prep.] (앞・아래로 갑자기) 거꾸러지다[거꾸러뜨리다]
[동사][자동사][V] 가격・기온 등이 급락하다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도로・지면 등이 아래로 급경사지다, 가파르게 내려가다
[명사](갑자기) 떨어져 내림[나감], 낙하
goad [go ʊd, gəʊd]
[동사][타동사] (~을 할 때까지) 못살게 굴다[들들 볶다]
[명사](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
|

unwieldy [ʌn wi:ldi]
[형용사]사물이 (크기・모양・무게 때문에) 다루기 불편한[거추장스러운]
[형용사]시스템・사람들 집단이 (너무 크거나 복잡해서) 통제[조직]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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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 [swɪm]
[동사][자동사][V] 사물 등이 빙빙 도는 것 같이 보이다
[동사]사람이 수영하다, 헤엄치다
|

bridle [ braɪdl]
[명사](말에게 씌우는) 굴레
[동사][타동사][VN] (말에게) 굴레를 씌우다
|

sinewy [ sɪnju:i]
[형용사]사람・동물이 (늘씬한) 근육질의
by the curb
도로변에, 길가에

preserver [prɪ|z3:rvə(r), prɪ|z3:və(r)]
[명사]C 보호자, 수호자
respectfully [rispéktfəli]
[부사]공손하게, 삼가, 정중하게
fierce [fɪrs, fɪəs]
[형용사]특히 사람이나 동물이 사나운, 험악한
[형용사]특히 행동・감정이 격렬한, 맹렬한
[형용사]기상 조건・기온이 극심한, 맹렬한
saucily
[부사]건방지게
|
naive(또한 naïve) [naɪ i:v]
[형용사](못마땅함) (경험・지식 부족 등으로) 순진해 빠진,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형용사](호감)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이 순진무구한
naively remark
천진 난만하게... 말하다.
roan [roʊn, rəʊn]
[명사]털 색깔이 두 가지 이상 섞인 동물(특히 말)
2

roan
[형용사-명사]밤색에 흰색 또는 회색의 털이 섞인 (말[소]); (위의) 색
clad [klӕd]
[형용사][흔히 부사 뒤나 합성어에 쓰여] ~ (in sth) …(옷)을 입은
[형용사]-clad [합성어에서] …이 덮인
sling [slɪŋ]
[동사](비격식 특히 英) (되는 대로・아무렇게나 휙) 던지다[내던지다]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 (느슨하게) 매다[걸다/달다]
메다
(어깨에) carry, shoulder (느슨하게) sling
thick [θɪk]
[형용사 ~ (with sb)(비격식) (남의 의심을 살 정도로) 친밀한[다정한]
[형용사] 두꺼운, 두툼한, (부피가) 굵은
[부사](thick・er , thick・est) 두껍게, 두툼하게
demurely
[부사]점잖게; 얌전한 체하며
|

gloomy [ glu:mi]
[형용사]어둑어둑한; 음울한
[형용사]우울한, 침울한
[형용사](미래에 대해) 비관적인[우울한]
|

anyhow [ enihaʊ]
[부사]되는대로, 아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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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brero [sɑ:m breroʊ, sɒm breərəʊ]
[명사](pl. -os) 솜브레로(챙이 넓은 멕시코 모자)
riding crop
[기타]= riding whip (끝에 가죽끈으로 만든 고리가 달린) 말채찍
|
|
taciturn [ tӕsɪt3:rn, tӕsɪt3:n]
[형용사](성격이) 뚱한[말수가 적은/무뚝뚝한]

lode [loʊd, ləʊd]
[명사]광맥
|
|
wholesome [ hoʊlsəm, həʊlsəm]
[형용사]건강에 좋은

[형용사]건전한, 유익한
volcanic [vɑ:l|kӕnɪk, vɒl|kӕnɪk]
[형용사]화산의, 화산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untamed [|ʌn|teɪmd]
[형용사]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그대로의
speculation [|spekju|leɪʃn]
[명사]U , C ~ (that…) | ~ (about/over sth) 추측, (어림)짐작
[명사]U , C ~ (in sth) 투기
|
|
|
|
absorbing [əb sɔ:rbɪŋ;əb zɔ:rbɪŋ, əb sɔ:bɪŋ;- zɔ:b-]
[형용사]몰입하게[빠져들게] 만드는
|
|
imperious [ɪm pɪriəs, ɪm pɪəriəs]
[형용사](격식) 고압적인

perseverance [|p3:rsə|vɪrəns, |p3:sɪ|vɪərəns]
[명사]U(호감) 인내(심)
coop [ku:p]
[명사]닭장, (짐승) 우리
|

halcyon [ hӕlsiən]
[형용사][주로 명사 앞에 씀](문예체) 평온한
ranchman [rǽntʃmən, rɑ́:ntʃ-]
[명사]((pl. -men[-mən, -mèn])) [미] 목장[농장] 경영자[소유자]; 목장[농장] 노동자; 카우보이
eloquently
[부사]웅변[능변]으로
|

|

virtue [ v3:rtʃu:, v3:tʃu:]
[명사]U(격식) 선; 선행
[명사]C 미덕, 덕목
[명사]C , U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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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edly [ə|ʃʊrədli, ə|ʃʊərədli ; ə|ʃɔ:r-]
[부사](격식) 분명히, 틀림없이
hoarse [hɔ:rs, hɔ:s]
[형용사]사람・목소리가 (목) 쉰
1

stoop [stúːp]
[자동사]웅크리다, 상체를 굽히다[구부리다] ((down))
[자동사]허리가 굽다, 새우등이다; 구부정하게 서다[걷다]
[자동사]<매 등이> 급강하하여 (…에) 덮치다 ((on, upon, at))
1

settle [sétl]
[타동사]<문제·쟁의·분쟁 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다, 처리하다(dispose) ((up))
[타동사](움직이지 않도록) 놓다, 앉히다
[자동사]자리를 잡다 , 생활의 틀을 잡다 , 정주하다, 식민하다, 이주하다 ((종종 down))
[자동사]<마음·감정 등이> 가라앉다, 진정되다 ((down))
fling [flɪŋ]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특히 화가 나서 거칠게) 내던지다[내팽개치다]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몸이나 신체 일부를 갑자기 힘껏) 던지다[내밀다]
[동사]~ sth (at sb) (욕설 등을) 퍼붓다
[명사](아무 생각 않고 한바탕) 실컷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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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rthodox [ʌn|ɔ:rθədɑ:ks, ʌn|ɔ:θədɒks]
[형용사]정통적이 아닌, 특이한
1

bate [béit]
[타동사]덜다; 줄이다, 약화하다; 할인하다
[자동사](폐어·방언) 감소되다, 줄다

with bated breath
숨을 죽이고
misconstrue [|mɪskən|stru:]
[동사][타동사][VN] ~ sth (as sth)(격식) (남의 말・행동을) 오해하다
|
retribution [|retrɪ bju:ʃn]
[명사]U ~ (for sth)(격식) (강력한) 응징[징벌]

persecution [pə́:rsikjú:ʃən]
[명사][U] (종교적) 박해, 학대; 졸라댐, 치근댐, 괴롭힘
|
description [dɪ skrɪpʃn]
[명사]C , U ~ (of sb/sth) (~이 어떠한지에 대한) 서술[기술/묘사/표현]

[명사]C of some, all, every, etc. ~ 일부[어떤], 온갖 종류 등의
inquisition [|ɪnkwɪ|zɪʃn]
[명사]sing. the Inquisition (특히 15-17세기 가톨릭의) 종교 재판
[명사]C(격식 또는 유머) 심문
|

|

|

|

formidable [ fɔ:rmɪdəbl;fər mɪdəbl, fɔ:mɪdəbl;fə mɪd-]
[형용사]가공할, 어마어마한
|
machinery [mə ʃi:nəri]
[명사]U (특히 큰 기계를 집합적으로 가리켜) 기계(류)

[명사]U , sing. ~ (of sth) | ~ (for doing sth) 조직, 시스템, 기구
[명사]U 기계 부품들
in motion
움직이고 (있는), 운전중인
invisibility [invìzəbíləti]
[명사]U 눈에 보이지 않음, 나타나 있지 않음
|

doubly [ dʌbli]
[부사](평상시의) 두 배로
[부사]두 가지로; 두 가지 이유로
|
|
omniscient [ ɑ:m nɪsiənt, ɒm nɪsiənt]
[형용사](격식)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omnipotent [ɑ:m|nɪpətənt, ɒm|nɪpətənt]
[형용사](격식) 전능한
|

whither [ wɪðə(r)]
[부사, 접속사](옛글투) 어디로; …한 (곳)
[부사, 접속사](격식) (미래의 일에 대한 물음으로) …은 어디로 향하는가[어떻게 될까]?
|

befall [bɪ fɔ:l]
[동사][타동사][VN] (be・fell / bI'fel / , be・fallen / bI'fOːlən /) [3인칭에 대해서만 쓰임](문예체) 안 좋
은 일이 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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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fer, feə(r)]
[동사][자동사][V] ~ well, badly, better, etc. (특정 상황에서) 잘, 잘못, 더 잘하다 등
[명사]C , U (교통) 요금
at the hands of somebody
(격식) ~의 손에 의해[~때문에]
die at the hands of an assassin
자객의 손에 죽다
1

rash [rǽʃ]
[형용사]무분별한, 무모한, 경솔한, 지각없는
[형용사]성급한, 조급한
annihilation [ənàiəléiʃən]
[명사][U] 전멸, 절멸; [물리] 소멸(消滅)

recalcitrant [rɪ|kӕlsɪtrənt]
[형용사](격식) (규칙・지시에) 저항[반항]하는; 다루기 힘든
embrace1 [imbréis, em-]
[타동사]포옹하다; 껴안다(hug)
[타동사]<제안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다 , <기회를> 포착하다
[타동사]<주의 등을> 채택하다, <교의를> 받아들이다(adopt)
[타동사]<많은 것을> 포함하다(include)
|
|
pervert [美pər v3:rt, 美 p3:rv3:rt]
[동사](시스템・절차 등을) 왜곡하다

[동사](사람을) 비뚤어지게 하다
[명사](비격식 perv) 변태[이상] 성욕자, 성도착자
|
abandon [ə bӕndən]
[동사]~ sb (to sth) (특히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버리다[떠나다/유기하다]

[동사]~ sth (to sb/sth) (물건・장소를) 버리고 떠나다
[동사](지지・믿음을) 버리다[포기하다]
|
polygamy [pə lɪgəmi]
[명사]U(전문 용어) 일부다처제
|

bandy [ bӕndi]
[형용사]다리가 안짱다리인
bandy a rumor about
소문을 퍼뜨리다
bandy a story about
얘기를 이리저리 전하다.
|
|
harem [ hӕrəm, , hɑ:ri:m ; -rəm]
[명사](과거 특히 일부 회교 국가 부유한 남자의) 아내[첩]들

[명사]하렘(전통적인 이슬람 가옥에서 여자들이 생활하는 영역)
1

pine [páin]
[자동사]애타게 그리워하다, 연모하다 ((for, after)); 갈망[열망]하다 ((to do))
[자동사](슬픔·병 등으로) 수척해지다 ((away)), 파리해지다
weep [wi:p]
[동사]~ (for/with sth) | ~ (at/over sth)(격식 또는 문예체) 울다, 눈물을 흘리다
[동사][자동사][V] [보통 진행형으로 쓰임]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다
extinguishable
[형용사]끌 수 있는; 절멸시킬 수 있는
|

belated [bɪ leɪtɪd]
[형용사]뒤늦은
|

stealthy [ stelθi]
[형용사]살며시[몰래] 하는, 잠행하는
flit [flɪt]
[동사][자동사][V + adv. / prep.] ~ (from A to B) | ~ (between A and B) (가볍게) 돌아다니다, 휙 스치
다[지나가다]
[동사][자동사][V](스코틀랜드 영어) 이주[이사]하다
|

substance [ sʌbstəns]
[명사]C 물질
[명사]U 실체
[명사]U 본질, 핵심, 요지
[명사]U(격식) 중요성
|
|
corroborate [kə rɑ:bəreɪt, kə rɒbəreɪt]

[동사][타동사][VN] [흔히 수동태로](격식) (진술・이론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다, 확증
[입증]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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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위원회・회의 등에서 의결[결의(決議)]하다
[명사]U ~ (to do sth)(격식) (단호한) 결심[결의/의지]
avenging [əvéndƷiŋ]
[형용사]복수의, 보복의
|

ruthless [ ru:θləs]
[형용사](못마땅함) 사람・행동이 무자비한, 가차 없는, 인정사정없는
|

misgiving [|mɪs gɪvɪŋ]
[명사]C , U [주로 복수로] ~ about sth/about doing sth 의혹; 불안감
reparation [|repə|reɪʃn]
[명사]pl. reparations (국가가 지불하는) 배상금
[명사]U 배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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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pidation [|trepɪ deɪʃn]
[명사]U(격식) (앞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공포]
1

bode [bóud]
[타동사]…의 징조가 되다, 조짐이다
[타동사](고어) 예언하다, 예보하다
[자동사][well, ill 등의 양태 부사와 함께] (…에게 있어서) (좋은[나쁜]) 징조이다 ((for))
|

goodly [ gʊdli]
[형용사](구식 격식) (크기・양이) 상당한
[형용사](옛글투) 잘 생긴; 질 좋은
2

wax
[자동사]커지다, 증대하다; <달이> 차다(opp. wane)
[자동사]점점 …이 되다
[명사](달의) 참
[명사]증대, 번영
4

wax
[타동사][구어] …보다 우세하다;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다
[타동사]때려눕히다, 죽이다
wax [wӕks]
[명사]밀랍, 왁스
[명사](귓구멍 속의) 귀지
[동사][타동사][VN] 왁스로 광을 내다
|

|

usage [ ju:sɪdƷ ; ju:zɪdƷ]
[명사]U , C (단어의) 용법[어법/사용]
[명사]U 사용(됨); 사용량
expostulation [ikspɑ̀stʃuléiʃən, -pɔ́s-]
[명사][U] 충고; [종종 pl.] 충언, 충고(의 말)
a common fund
공유자금
internally [intə́:rnəli]
[부사]내부로; 내(면)적으로; 심적으로
[부사]국내에서; 부(部)내에
2

fain (fains) [féin(z)]
[타동사]…은 싫다

fain1 [féin]
[형용사]기꺼이 …하는(glad)
[형용사]…하기를 바라는, …하고 싶어하는(eager)
[부사][would ~으로] 기꺼이, 쾌히(gladly)
[형용사]어쩔 수 없이 …하는(obliged)
|

gentile [ dƷentaɪl]
[명사]Gentile 비(非)유대인
사교도邪敎徒
a heretic, a pagan, a gentile, a hea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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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 [prə fes]
[동사](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다
[동사](신조・감정 등을) 공언[천명]하다
riding crop = riding whip
[기타](끝에 가죽끈으로 만든 고리가 달린) 말채찍
|

heifer [ hefə(r)]
[명사](특히 아직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어린 암소
|
|
endearing [ɪn dɪrɪŋ, ɪn dɪərɪŋ]
[형용사]사랑스러운
|

epithet [ epɪθet]
[명사](칭찬이나 비판의 의도로 붙인) 별칭[묘사]
[명사](특히 美) (어떤 사람・집단에 대한) 욕설
scarce [skers, skeəs]
[형용사](scar・cer , scar・cest) 부족한, 드문
[부사](문예체) 겨우, 간신히; 거의 …않다
blanch [blӕntʃ, blɑ:ntʃ]
[동사][자동사][V] ~ (at sth)(격식) (충격으로 얼굴이) 핼쑥해지다
[동사][타동사][VN] (특히 야채를) 데치다
scrunch [skrʌntʃ]
[동사][자동사][V] (자갈・눈 위를 밟을 때와 같은) 저르륵저르륵[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내다
[동사][타동사][VN] ~ sth (up) (손 안에 넣고) 돌돌 구기다[뭉치다]
[동사][타동사][VN] ~ sth (up) 더 작게 만들다
[동사][타동사][VN]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비틀어) 굽슬굽슬[부스스]하게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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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sing [kərésiŋ]
[형용사][A] 애무하는, 귀여워하는; 달래는 듯한(soothing)
|

chestnut [ tʃesnʌt]
|

[명사]C ( chestnut tree) 밤나무
[명사]U 밤색, 적갈색
whip [wɪp]
[동사]<재빨리 또는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함을 나타냄>
[명사]C 채찍
[동사][타동사][VN] 채찍질하다
electro [iléktrou]
|

electroplate [ɪ lektrəpleɪt]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전기도금하다
|

|

oppose [ə poʊz, ə pəʊz]
[동사](계획・정책 등에) 반대하다
[동사][타동사][VN] (시합 등에서 누구와) 겨루다
2

squall
[자동사-타동사]비명을 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 울부짖다 ((out))

[명사](아이들의) 꽥꽥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scream), 고함
shin [ʃɪn]
[명사]정강이
shin it[away, off]
떠나다, 헤어지다
|
knuckle [ nʌkl]
[명사]C (손가락과 손의 다른 부위를 연결하는) 손가락 관절[마디]

[명사]U , C (hock 특히 美) (짐승, 특히 돼지의) 발목 부위 살
knuckling
[명사](의학) 너클링
[명사](의학-용어) 주먹결절형성
browse [braʊz]
[동사](가게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다[훑어보다]
[동사]~ (through sth) (책・신문 등을) 대강 읽다[훑어보다]
[동사][자,타동사][V, VN](컴퓨터) (정보를 찾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동사][자동사][V] ~ (on sth) 소・염소 등이 (높이 자란 잎 등을) 뜯어먹다
|

|

buckshot [ bʌkʃɑ:t, bʌkʃɒt]
[명사]U (산탄총에서 발사된) 산탄
1
fret [frét]

[동사][종종 ~ oneself로] 속타게 하다 , 초조하게 하다 , 안달하게 하다(irritate) ((about, at, for, over));
<시간 등을> 안절부절못하며 지내다 ((away))
[동사]<심신·건강을> 해치다 ((away, out))
85

console1 [kənsóul]
[타동사]위로하다(soothe), 위문하다
1

hitch [hítʃ]
[타동사]<고리·열쇠·밧줄 등을> 걸다; [미] <말·소 따위를> (말뚝에) 매다(tether)
[타동사](갑자기) 홱 움직이다 [비틀다,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낚아채다
[자동사]급격히[왈칵] 움직이다[나아가다]; 힘있게 움직이다
hitch [hɪtʃ]
[동사](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다, 편승하다
[동사][타동사][VN] ~ sth (up) (옷을) 끌어 올리다[당기다]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 yourself (up, etc.) (위로) 몸을 올리다[올라앉다]
[동사][타동사][VN] ~ sth (to sth) (밧줄 등으로) ~을 (~에) 묶다[매다]
[명사](잠깐 지체하게 하는) 문제[장애]
1
cock [kɑ:k, kɒk]
[명사]수탉( rooster)

[명사](새의) 수컷(cf. COCK ROBIN, PEACOCK)
[명사](술통·가스·수도의) 마개, 꼭지(stopcock), 콕; (총의) 공이치기, 격철(擊鐵)
2

cock [kɑ:k, kɒk]
[명사-타동사]건초[볏짚]더미(를 쌓다)
bloat [bloʊt, bləʊt]
[동사](특히 보기 싫게) 부풀다[붓다]; 부풀게[붓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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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l [ neɪzl]
[형용사]코의
[형용사]사람 목소리가 콧소리의
|
solicit [sə lɪsɪt]
[동사]~ sth (from sb) | ~ (sb) (for sth)(격식) 간청[요청]하다, 얻으려고[구하려고] 하다

[동사]매춘부가 호객 행위를 하다
nay [neɪ]

[부사](구식) 그게 아니라(방금 한 말보다 더 강한 어구를 도입할 때 씀)
[부사](옛글투 또는 방언) 아니다(no)
smirk [sm3:rk, sm3:k]
[동사][자동사][V] 히죽히죽[능글맞게] 웃다
fume [fju:m]
[동사]~ (at/over/about sb/sth) (화가 나서) 씩씩대다
[동사][자동사][V] 연기[매연]를 내뿜다
gaunt [gɔ:nt]
[형용사]사람이 수척한, 아주 여윈
[형용사]건물이 삭막한
|

retreat [rɪ tri:t]
[동사]FROM DANGER/DEFEAT |[자동사][V] 후퇴[철수/퇴각]하다
[동사]MOVE AWAY/BACK |[자동사][V] 멀어져 가다, 물러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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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e1 [rúː]
[타동사-자동사]<죄·과실 등을> 후회하다; …안 했더라면 하고 여기다; 슬퍼하다
smite [smaɪt]
[동사]세게 치다[때리다]; 공격하다; 벌하다
[동사](사람에게) 엄청난 영향[고통]을 주다, 강타하다
canting [kǽntiŋ]
[형용사]독실한 체하는, 위선적인
perspiration [|p3:rspə|reɪʃn, |p3:spə|reɪʃn]
[명사]땀
[명사]땀 흘리기[내기]
with spirit
기운 좋게, 힘차게
high time
[기타]마침 좋은 때, 무르익은 때, 벌써 …할 때[시간]
2

arch
[형용사][A] 주요한(chief), 제1의
[형용사]깔보는 듯한; 교활하게 보이는; 장난꾸러기 같은
|

suspense [sə spens]
[명사]U 서스펜스, 긴장감
unnerve [|ʌn|n3:rv, |ʌn|n3:v]
[동사][타동사][VN] 불안하게 만들다
remonstrance [rɪ|mɑ:nstrəns, rɪ|mɒnstrəns]
[명사]C , U(격식) 항의, 불평
|
unlooked-for [ʌn lʊkt fɔ:(r)]
[형용사](격식) 예상 밖의, 예기치 않은
|
|
coverlet [ kʌvərlət, kʌvələt]
[명사](구식) 침대보, 침대 덮개
|

straggle [ strӕgl]
[동사]제멋대로 자라나다[퍼지다]
[동사](대오 등에서 뒤로) 처지다, 낙오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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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ə|mendmənt]
[명사]C , U ~ (to sth) (법 등의) 개정[수정]
[명사]C Amendment 미국 헌법 수정 조항
|
|
sorely [ sɔ:rli, sɔ:li]
[부사]몹시, 심하게
|
outhouse [ aʊthaʊs]

[명사](英) 별채, 딴채
[명사](美) (건물 밖에 따로 지어져 있는) 변소, 옥외 화장실
|
crumple [ krʌmpl]
[동사]~ (sth) (up) (into sth) 구기다; 구겨지다

[동사][자동사][V] ~ (up) (울음을 터뜨릴 듯이 얼굴이) 일그러지다
slain
[기타]SLAY의 과거분사
slay [sleɪ]
[동사](구식 또는 문예체) (전쟁・싸움에서) 죽이다
[동사][특히 신문에서](특히 美) 살인[살해]하다
unintelligible [|ʌnɪn|telɪdƷəbl]
[형용사]~ (to sb) 이해할 수 없는
ward somebody/something off
~을 피하다[막다]
ward [wɔ:rd, wɔ:d]
[명사](병원에서 특정 상태의 환자들을 위한) -실[병동]
[명사](영국에서 지방 의회 구성단위가 되는) 구(區)
[명사](특히 법률) (법원・후견인의 법률적 보호를 받는) 피보호자[피후견인]
keep watch and ward
보호 감시하다
grace [gre ɪs]
[명사]EXTRA TIME |U (기한에 대한) 유예 기간
[명사]BEHAVIOUR |U 품위
vigilance [vídƷələns]
[명사]경계, 조심, 불침번
[명사](의학) 각성 (상태[활동]), 불면증
whence [wens]
[부사](옛글투) (…한) 곳에서
superstitious [|su:pər|stɪʃəs, |su:pə|stɪʃəs ; |sju:-]
[형용사]미신을 믿는, 미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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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handed
[부사](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

waver [ weɪvə(r)]
[동사]약하다, 약해지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다[떨리다]
[동사]~ (between A and B) | ~ (on/over sth) 결정[선택]을 못 하다, 망설이다
[동사]특히 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
|
allot [ə lɑ:t, ə lɒt]
[동사](-tt-) ~ sth (to sb/sth) | ~ (sb/sth) sth (시간・돈・업무 등을) 할당[배당]하다

impotence [ímpətəns(i)]
[명사]무력, 무기력, 허약, 노쇠
[명사](남성의) 성교 불능, 음위(陰萎), 발기 부전
[명사]자제력이 없음
|

insidious [ɪn sɪdiəs]
[형용사](격식 못마땅함) 서서히[은밀히] 퍼지는
|

|

murderous [ m3:rdərəs, m3:dərəs]
[형용사]사람을 죽이려 드는[죽일 것 같은]
|

tribunal [traɪ bju:nl]
[명사]C+sing./pl. v.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소, 법원, 조사[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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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rawl [əsprɔ́:l]

[부사, 형용사]P 큰대 자로[아무렇게나] 누워[누운]
inclination [|ɪnklɪ|neɪʃn]
[명사]U , C ~ (to do sth) | ~ (towards/for sth) (…하려는) 의향[뜻]; 성향
[명사]C ~ to do sth ~하는 경향
[명사]C (보통 고개를) 약간 숙이기
|
|
prostrate [美 prɑ:streɪt, 美 prɑ:streɪt]
[형용사](바닥에) 엎드린[엎어져 있는]

[동사]~ yourself (특히 예배를 보기 위해) 엎드리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충격 등으로) 몸[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하다
writhe [raɪð]
[동사][자동사][V] ~ (about/around) (in/with sth) (흔히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다
2

sup [sʌ́p]
[동사]<음식·음료를> 조금씩 먹다 [마시다]; 홀짝홀짝 마시다(sip), 홀짝이다
[동사]마시다
[자동사]조금씩 먹다[마시다], 홀짝이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 먹다
[명사][보통 a ~] (음식·음료 등의) 한 입, 한 모금, 한 번 마시기 ((of))
sup [sʌp]
[동사][자,타동사][V, VN] (-pp-)(북잉글랜드 영어 또는 구식) 홀짝홀짝 마시다, 홀짝거리다
1

sup [sʌ́p]
[자동사]저녁밥(supper)을 먹다
[자동사](…을) 저녁밥으로 먹다 ((on, off))
flung
[기타]fling 의 과거, 과거분사
fling [flɪŋ]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특히 화가 나서 거칠게) 내던지다[내팽개치다]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몸이나 신체 일부를 갑자기 힘껏) 던지다[내밀다]
[동사]~ sth (at sb) (욕설 등을) 퍼붓다
[명사](아무 생각 않고 한바탕) 실컷 즐기기
|

voracious [və reɪʃəs]
[형용사](음식에 대해) 게걸스러운
[형용사](새로운 정보・지식을) 열렬히 탐하는
|

leathery [ leðəri]
[형용사]가죽 같은(딱딱하고 질긴)
wring [rɪŋ]
[동사]~ sth (out) (빨래를) 짜다
[동사](닭 같은 조류를 죽이기 위해 목을) 비틀다
2

pard
[명사](미·속어) 동료, 짝패
pard1 [pɑ́:rd]
[명사](문어) 표범(leopard)
|

|

hornet [ hɔ:rnɪt, hɔ:nɪt]
[명사]말벌
1

ye [jíː, 《약하게》ji]
[대명사]너희들 ((2인칭 대명사 THOU의 복수형))
[대명사][2인칭 단수 주격으로 쓰여] 당신은 ((특히 윗사람·첫 대면인 사람에게 쓰는 정중한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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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neware [ stoʊnwer, stəʊnweə(r)]
[명사]U 사기 그릇
steel [sti:l]
[동사]~ yourself (for/against sth) (~에 대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다

[명사]강철, 강(鋼)
slap [slӕp]
[동사](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다[치다]
[동사][타동사][VN + adv. / prep.] (특히 화가 나서) 탁[털썩] 놓다
|
|
protrude [proʊ tru:d, prə tru:d]
[동사][자동사][V] ~ (from sth)(격식)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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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ty [|skӕnti]
[형용사]얼마 안 되는, 빈약한
|
provision [prə vɪƷn]
[명사]pl. provisions (특히 장거리 여정을 위한) 식량

[명사]U , C [주로 단수로] 공급, 제공
[명사]U , C ~ for sb/sth 대비, 준비
1

bate [béit]
[타동사]덜다; 줄이다, 약화하다; 할인하다
crouching
[명사](의학) 웅크림
[명사](의학-용어) 웅크림
|
|
prairie [ preri, preəri]
[명사]C , U (북미・캐나다의) 대초원

lynx [lɪŋks]
[명사](pl. lynx 또는 lynxes) 스라소니
1

hoot [húːt]
[명사]부엉부엉 ((올빼미 울음 소리))
|

plaintive [ pleɪntɪv]
[형용사](소리가) 애처로운[구슬픈]
|
|
obscurity [əb skjʊrəti, əb skjʊərəti]
[명사]U(문예체) 어둠

[명사]U 무명,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짐
[명사]U , C [주로 복수로] 모호함; 모호한 것
|

|

whippoorwill [ wɪpərwɪl, wɪpəwɪl]
[명사](북아메리카의) 쏙독새
flit [flɪt]
[동사][자동사][V + adv. / prep.] ~ (from A to B) | ~ (between A and B) (가볍게) 돌아다니다, 휙 스치
다[지나가다]
[동사][자동사][V](스코틀랜드 영어) 이주[이사]하다
|
|
countersign [ kaʊntərsaɪn, kaʊntəsaɪn]
[동사][타동사][VN](전문 용어) 부서하다(이미 다른 사람이 서명한 문서를 인정하는 서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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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 [|sentɪnl]
[명사](문예체) 보초병, 감시병
2

defile [difáil, díːfail]
[자동사](군사) (일렬) 종대로 행진하다
[명사]애로, 좁은 길; (일렬) 종대 행진
2
|
|
defile [dɪ faɪl ; di:faɪl]
[명사](격식) (산 속의) 좁은 길[골짜기]
|

unerring [ʌn 3:rɪŋ]
[형용사]틀림없는, 항상 정확한
|
|
boulder [ boʊldə(r), bəʊldə(r)]
[명사](물이나 비바람에 씻겨 반들반들해진) 바위

precipitous [pr ɪ|sɪpɪtəs]

[형용사]가파른, 깎아지른 듯한
picket [|pɪkɪt]
[명사](군대의) 소초, 초계병
[명사](특히 울타리에 박는 끝이 뾰족한) 말뚝
[동사](직장 등의 입구에서) 피켓[팻말]을 들고 시위하다
bewilder [bɪ|wɪldə(r)]
[동사][타동사][VN] [주로 수동태로] 어리둥절하게[혼란스럽게] 만들다
menacing [|menəsɪŋ]
[형용사]위협적인, 해를 끼칠 듯한
basaltic [bəsɔ́:ltik]
[형용사]현무암의
|
|
|
debris [də bri:, debri: ; deɪ-]
[명사](무엇이 파괴된 후의) 잔해

[명사](격식) (어디에 쓸모없게 되어 남은) 쓰레기
|

despotism [ despətɪzəm]
[명사]U 폭정
|

challenge [ tʃӕləndƷ]
[명사](사람의 능력・기술을 시험하는) 도전[시험대]
[명사](경쟁・시합 등을 제기하는) 도전
|

ravine [rə vi:n]
[명사](좁고 험한) 산골짜기,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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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 [trɑ:t, trɒt]
[동사][자동사][V] 말・말을 탄 사람이 빨리 걷다, 속보로 가다
[동사][타동사][VN] 말을 속보로 (가게 하며) 타다
[동사][자동사][V + adv. / prep.](비격식) 걸어가다, 가다
[명사]sing. 속보, 빠른 걸음
[동사][자동사][V + adv. / prep.] 사람・동물이 종종걸음을 걷다, 총총 가다
|

outlying [ aʊtlaɪɪŋ]
[형용사][명사 앞에만 씀] 외딴, 외진
|

intricate [ ɪntrɪkət]
[형용사](여러 부분・내용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hem [hem]
[동사][타동사][VN] (-mm-) 단을 만들다[올리다]
[명사](옷 등의) 단
2

hem
[감탄사]헴, 에헴 ((주저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 내는 소리))
[명사]헛기침
[자동사]((~med; ~·ming )) 에헴하다, 헛기침하다
hemmed in between...
...의 사이에 끼어서.
1

peep [píːp]
[자동사](구멍·틈 등을 통해) 엿보다(peek) ((at, into)), 들여다보다 , 슬쩍 보다 ((out of, into, at, over))
[자동사]<해·달·꽃이> 나타나다, 나타나기 시작하다 ((out))
[자동사]<성질 등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다, <바탕이> 드러나다 ((out))
larch [lɑ:rtʃ, lɑ:tʃ]
[명사]C , U 낙엽송
1

gust [ɡʌ́st]
[명사]한바탕 부는 바람 , 질풍, 돌풍 ((of))
[명사]소나기; 갑자기 타오르는 불길; 별안간 나는 소리 ((of))

[명사](감정의) 격발(outburst) ((of))
[자동사]<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다; <물 등이> 분출하다; <불·소리 등이> 급격하게 나다; <감정 등이> 격
발[돌발, 폭발]하다
hurtle [|h3:rtl, |h3:tl]
[동사][자동사][V + adv. / prep.] 돌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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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y [|rʌdi]
[형용사]사람의 얼굴이 불그레한, 혈색 좋은
[형용사](문예체) (색깔이) 붉은, 불그스름한
glow [gloʊ, gləʊ]
[동사]특히 뜨거운 것이 계속 은은히 빛나다, 타다
[동사][자동사][V] ~ (with sth) 사람의 신체나 얼굴이 상기되다, 발갛다, 발개지다
[동사][자동사][V] ~ (with sth) (기쁨・만족감에 얼굴 등이) 빛나다[눈부시다]
[동사]~ (with sth) (강렬하고 따스한 색조로) 타오르다[달아오르다]
|
|
|
torrent [ tɔ:rənt; tɑ:r-, tɒrənt]
[명사]급류

[명사]마구 쏟아짐[퍼부음], 빗발침
partook
[기타]PARTAKE의 과거
|
|
partake [pɑ:r teɪk, pɑ: teɪk]
[동사]~ (of sth)(구식 또는 유머) (특히 자기에게 제공된 것을) 먹다[마시다]

[동사]~ (in sth)(구식) 참가하다
|

hasty [ heɪsti]
[형용사]서두른[성급한](특히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을 나타냄)
[형용사]~ in doing sth 사람이 성급한[경솔한]
1

fain [féin]
[부사][would ~으로] 기꺼이, 쾌히(gladly)
[형용사]기꺼이 …하는(glad)
[형용사]어쩔 수 없이 …하는(obliged)
[형용사]…하기를 바라는, …하고 싶어하는(eager)
|

inexorable [ɪn eksərəbl]
[형용사](격식) 과정이 멈출[변경할] 수 없는, 거침없는
beetling [bí:tliŋ]
[형용사]A <눈썹·벼랑 등이> 돌출한
1

crag [krǽɡ]
[명사]울퉁불퉁한 바위, 험한 바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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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mity [ enməti]
[명사]U , C (pl. -ies) ~ (between A and B) 원한, 증오, 적대감
|

|

sheltered [ ʃeltərd, ʃeltəd]
[형용사]장소가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형용사](때로 못마땅함) (삶의 불행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근심 걱정[시련]이 없는
nook [nʊk]
[명사](아늑하고 조용한) 곳[구석]
|

tether [ teðə(r)]
[동사][타동사][VN] ~ sth (to sth) (동물이 멀리 가지 못하게 말뚝에) 묶다
[명사](동물을 묶어 놓는) 밧줄[사슬]

adieu [ə|du:, ə|dju:]
[감탄사](옛글투 또는 문예체) 작별(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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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e [|ɪntər|vi:n, |ɪntə|vi:n]
[동사][자동사][V] ~ (in sth) (상황 개선을 돕기 위해) 개입하다
[동사](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 끼어들다[가로막다]
[동사][자동사][V]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다[일어나다]
[동사][자동사][V](격식) (두 가지 사건・장소) 사이에 있다[존재하다]
jut [dƷʌt]
[동사](-tt-) ~ (out) (from, into, over sth) 돌출하다, 튀어나오다; 돌출시키다, 내밀다
|

pinnacle [ pɪnəkl]
[명사](특히 산꼭대기의) 뾰족한 바위, 뾰족한 산봉우리
[명사][주로 단수로] ~ of sth 정점, 절정
[명사](건물 지붕 위에 장식용으로 세운) 작은 첨탑
|

precipice [ presəpɪs]
[명사]벼랑
|

unwieldy [ʌn wi:ldi]
[형용사]사물이 (크기・모양・무게 때문에) 다루기 불편한[거추장스러운]
[형용사]시스템・사람들 집단이 (너무 크거나 복잡해서) 통제[조직]하기 힘든
haunch [hɔ:ntʃ]
[명사]pl. haunches 궁둥이, 둔부
[명사]C (동물의) 뒷다리와 허리 살
subdivide [|sʌbdɪvaɪd ; |sʌbdɪ|vaɪd]
[동사][타,자동사][VN, V] [흔히 수동태로] ~ (sth) (into sth) 다시[더 작게] 나누다, 세분하다
gorge [gɔ:rdƷ, gɔ:dƷ]
[명사]C 협곡
[동사][타,자동사][VN, V] ~ (yourself) (on sth)(때로 못마땅함) 잔뜩[실컷] 먹다
|
|
obscurity [əb skjʊrəti, əb skjʊərəti]
[명사]U 무명,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짐

[명사]U , C [주로 복수로] 모호함; 모호한 것
[명사]U(문예체)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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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 [glen]
[명사](특히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협곡
reecho [rì:ékou]
[타동사-자동사]다시 반향하다, 울려 퍼지다
[명사]((pl. ~es)) 반향의 되울림
repetition [|repə|tɪʃn]
[명사]U , C (말・행동의) 반복[되풀이]
[명사]C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의) 반복[되풀이]
intend [ɪn|tend]
[동사]의도[작정]하다, (…하려고) 생각하다
[동사][타동사][VN] ~ sth (by sth) | ~ sth (as sth) 의미[뜻]하다
reign [reɪn]
[명사](왕의) 통치 기간, 치세
[동사]~ (over sb/sth) (국왕이) 다스리다[통치하다]
[동사]~ (over sb/sth) (특정 상황・분야에서) 군림하다
[동사](문예체) 사상・감정・분위기가 (특정 장소・순간을[에]) 지배하다[가득하다
impotence [ímpətəns(i)]
[명사]무력, 무기력, 허약, 노쇠
[명사](남성의) 성교 불능, 음위(陰萎), 발기 부전

[명사]자제력이 없음
|
|
consume [kən su:m, kən sju:m]
[동사](특히 연료・에너지・시간을) 소모하다

[동사]먹다; 마시다
[동사][주로 수동태로] ~ sb (with sth) (강렬한 감정이) 사로잡다[휩싸다]
[동사]불이 전소시키다, 휩싸다
|
|
smoulder(英)(美 smol・der) [ smoʊldə(r), sməʊldə(r)]
[동사](불이 불꽃은 없이 서서히) 타다

[동사](격식) (불만 등이 속으로) 들끓다[가득 차다]
stamp down
짓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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ᛜas·sur·ed·ly [Ǎʃúːəridli] ɑd.
① 확실히, 의심없이(surely).
② 자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대담하게.
cleft [kleft]
CLEAVE¹의 과거·과거분사.
━n.
터진 금, 갈라진 틈; 쪼개진 조각; (두 부분 사이의 V 형의) 오목한 곳; 《구어·완곡어》 (여성의) 외음부, 성
기; (당파간의) 분열, 단절.
━ɑ.
쪼개진, 갈라진, 터진
fork [fɔːrk] n.
① (식탁용의) 포크, 삼지창
② 갈퀴, 쇠스랑.
③ 가랑이진 모양의 것; (나무·가지 따위의) 갈래; (강·길 따위의) 분기(점); 《비유적》 갈림길
④ 두 갈래 길 중의 하나; 《미국》 (주요한) 지류.
━vt.
① 두 갈래지게 하다, 분기(分岐)시키다.
━vi.
분기하다, 갈라지다;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다
┈┈• ~ left.
♣ ~ out 〔over, up〕 《구어》 《vt.+ 》
①(마지못해) 내주다, 지불하다《for; on》
for·mer·ly [fɔ́ːrmǍrli] ɑd.
이전에는, 원래는, 옛날에는.
ep·i·taph [épǍtæ̀f, -tὰːf] n.
비명(碑銘), 비문, 묘비명; 비문체의 시〔산문〕; 최종적 판단.
━vt.
…에 비명을 바치다; 비명으로 기념하다.
leth·ar·gy [léθǍrdʒi] n.
혼수 (상태), 기면(嗜眠); 무기력, 활발치 못함; 무감각.
in·dom·i·ta·ble [indάmǍtǍbəl/-dɔ́m-] ɑ.
굴하지 않는, 불요 불굴의; 완강한
per·se·ver·ance [pə̀ːrsǍvíːrəns] n.
① 인내(력), 참을성, 버팀
┈┈• with ~ 참을성 있게.
sus·táined ɑ.
지속된, 일련의.
㉺-tain·ed·ly [-téinidli] ɑd.

vin·dic·tive [vindíktiv] ɑ.
복수심이 있는, 원한을 품은, 앙심깊은; 징벌의
des·o·late [désǍlit] ɑ.
① 황폐한; 황량한.
② 사는 사람이 없는; 쓸쓸한, 외로운, 고독한.
③ 우울한, 어두운.
━[-lèit] vt.
① 황폐케 하다; 살지 못하게 하다, 주민을 없애다.
② 돌보지 않다.
③ 쓸쓸하게〔외롭게〕 하다.
as·suage [Ǎswéidʒ] vt.
(슬픔·분노·욕망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진정〔완화〕시키다; (식욕 등을) 만족시키다.
㉺~·ment n.

완화, 진정;

완화물.

ret·ri·bu·tion [rètrǍbjúːʃən] n.
보답; 징벌; ᇾ신학ᇿ 응보, 천벌; 보복
┈┈• just ~ of 〔for〕 a crime 인과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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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éng·ing ɑ.
앙갚음하는, 보복의.
toil¹ [tɔil] n.
① 힘드는 일, 수고, 노고, 고생, 신고
━vi.
① 《~/+

+ /+

② 《~+ /+

》 수고하다, 고생하다, 애써〔힘써〕 일하다

+ 》 애써 나아가다

┈┈• ~ ɑlong 계속 애쓰며 나아가다
┈┈• ~ up a steep hill 험한 언덕을 애써 올라가다.
━vt.
애써서 성취하다《out》.
toil² n.
① (보통 pl.) 사냥감을 잡는 망; (pl.) 덫, 함정.
② (pl.) 구속〔속박〕하는 것〔힘〕.
♣ in the ~s 올가미에 걸려; 매혹되어.
fóot·sòre ɑ.
발병난, 신발에 쓸려 상처가 난.
thence [ðens] ɑd.
《고어》 그렇기 때문에; 《문어》 거기서부터; 《고어》 그 때부터
┈┈• from ~ 거기서부터
┈┈• a year ~ 그 때부터 1년
ac·cost [Ǎkɔ́(ː)st, Ǎkάst] vt.
…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다, (인사 따위의) 말을 걸며 다가가다; (매춘부가 손님을) 부르다, 끌다.
dis·guise [disgáiz] n.
①

변장, 가장, 위장; 분장; 가장복

┈┈• in ~ 변장한〔하고〕
┈┈• without ~ 숨김없이.
━vt.
① 변장〔가장〕하다
┈┈• ~ oneself with a wig 가발로 변장하다
┈┈• ~ oneself ɑs a beggar 거지로 변장하다.
② 겉모습을 바꾸어 속이다
③ (사실 등을) 꾸미다, 숨기다; (의도·감정 따위를) 감추다, 속이다

┈┈• ~ one’s sorrow beneɑth a careless manner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로 슬픔을 감추다.
♣ in 〔under〕 the ~ of …이라 속이고, …을 구실로.
♣ throw off one’s ~ 가면을 벗다, 정체를 드러내다.
㉺~d ɑ.
① 변장한, 속이는, 눈비음의.
② 《미국속어》 취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tat·ter¹ [tǽtǍr] n.
(보통 pl.) 넝마; 누더기옷; 《비유적》 무용지물.
━vt., vi.
너덜너덜하게 해뜨리다〔해지다〕; 갈가리 찢(어지)다.
♣ in (rags and) ~s 누더기가 되어, 다 해져서
┈┈∘ dressed in (rɑgs ɑnd) ~s
누더기를 입은.
un·kempt [ʌnkémpt] ɑ.
단정하지 못한, 난잡한《복장 따위》; 세련되지 못한, 거친《말씨 등》; 빗질하지 않은, 텁수룩한《머리 따
위》.
wan·der [wάndǍr/wɔ́n-] vi.
① 헤매다, (걸어서)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방랑〔유랑〕하다《ɑbout; over》.
┈┈• ~ ɑbout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② 훌쩍 가다〔오다〕
┈┈• ~ off the track 길을 잃다〔잘못 들다〕
┈┈• ~ from proper conduct 정도를 벗어나다
┈┈• Don’t ~ from the subject 〔point〕. 주제에서 이야기를 빗나가게 하지 마라.
④ (마음이) 종잡을 수 없게 이리저리 변하다; (열 따위로) 헛소리를 하다,(정신이) 오락가락하다, (생각 따위
가) 산만해지다
⑤ (강·언덕 등이) 구불구불 흐르다〔뻗다〕.
━vt.
《~+ /+

+ 》 돌아다니다, 헤매다, …을 방황하다, 방랑하다

━n.
유랑, 방랑,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님.
㉺ᛜ~·er [-dǍrǍr] n. ~ (vi. 1-3)하는 사람.
spruce² ɑ.
말쑥한, 멋진, 맵시 있는, 스마트한.
━vt.
《+ + 》 말쑥하게〔단정하게〕 하다, 모양내다《up》
━vi.
모양을 내다, 멋을 부리다《up》.
spruce¹ [spruːs] n.
가문비나무속(屬)의 식물《갯솔·전나무 등》; 독일가문비(=~́ fìr).
còn·ster·ná·tion n.
섬뜩 놀람, 소스라침, 당황
┈┈• in 〔with〕 ~ 당황하여.
♣ throw a person into ~ 아무를 깜짝 놀라게 하다.
war·rant [wɔ́(ː)rǍnt, wάr-] n.
①

근거; 정당한〔충분한〕 이유; 권능(authority)

┈┈• without ~ 정당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②

보증(이 되는 것); 가망

③ 보증서; 영장《구속 영장·가택수색 영장 등》
┈┈• a search ~ 가택수색 영장

┈┈• a ~ of arrest 체포 영장
④ 허가증, 증서
┈┈• a death ~ 사망 증명(서).
━vt.
《~+ /+

+(to be)

/+(thɑt)[절]》 보증하다; 보장하다; 정당화하다

♣ I(’ll) ~ (you). □보통 삽입구□ 확실히.
con·jure [kάndʒǍr, kʌ́n-] vt.
① 마력(魔力)으로〔마법을 써서〕 …하다.
② (마물·영혼 등을) 불러내다, 출현시키다《up; ɑwɑy》.
③ 《+ + 》 (마음에) 그려내다, 생각해 내다《up》.
④ [kǍndʒúǍr] 《+ +to do》 《문어》 …을 탄원하다, 기원하다
━vi.
(주문으로) 악마를〔영혼을〕 불러내다; 마법〔요술〕을 쓰다.
♣ a name to ~ with 주문에서 외는 이름; 영향력 있는 이름.
♣ ~ away 마법으로 쫓아버리다.
♣ ~ up 마법으로 불러내다; (상상으로) 만들어내다, 출현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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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el [tʃízəl] n.
① 끌, 조각칼, (조각용) 정
┈┈• a cold ~ (금속용) 정.
② (the ~) 조각술.
③ 《속어》 잔꾀, 사취.
━(-l-, 《영국》 -ll-) vt.
① 《~+ /+

+ + 》 끌로 깎다, 끌로 파다〔새기다〕; 끌로 만들다; 마무르다《out of; from; into》

┈┈• ~ marble 대리석을 끌로 깎다〔조각하다〕
━vi.
① 끌을 쓰다, 조각하다; 《구어》 참견〔간섭〕하다《in; in on》.
bale·ful [béilfǍl] ɑ.
재앙의, 해로운(evil, harmful); 《고어》 슬픔에 젖은, 가엾은, 비참한.
pre·dic·tion [pridíkʃən] n.
예언하기, 예언; 예보
┈┈• weather ~ 일기예보
sot·tish [sάtiʃ/sɔ́t-] ɑ.
주정뱅이의; 바보의.
be·reave [biríːv] vt. (p., pp. ~d [-d], be·reft)
① (생명·희망 등을) 빼앗다《of》
② □p., pp.는 보통 ~d□ (육친 등을) 앗아가다《of》; (뒤에 헛되게) 남기다《of》
㉺~·ment n.

사별(死別)

bier [biǍr] n.
관가(棺架); 영구차; 시체; 《고어》 운반대(臺), 들것.
gar·ment [gάːrmǍnt] n.
의복《특히 긴 웃옷·외투 등》; 의복 한 벌; (pl.) ᇾ상업ᇿ 옷, 의류; 외피(外被), 외관, 옷차림.
━vt.
□보통 수동태로□ 《시어》 …에게 입히다, 차리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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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ent [révərǍnt] ɑ.
경건한, 공손한.
ùn·deníable ɑ.
부인〔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흠잡을 데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우수한.
lin·ger [líŋgǍr] vi.
① 《~/+

+ 》(우물쭈물)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ɑbout; ɑround; on》

② 《~/+ 》(겨울·의심 따위가) 좀처럼 사라지지〔떠나지, 가시지〕 않다; (습관이) 남다, 좀처럼 없어지지
않다; (병·전쟁이) 질질 (오래) 끌다; (환자가) 간신히 연명하다《on》
③ 《+ + 》 (꾸물거려) 시간이 걸리다《over; on, upon》
┈┈• She ~ed over her decision.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았다.
④ 《+to do》 우물쭈물 망설이다, …하기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
⑤ 근처를 서성거리다《ɑbout》; 어슬렁거리다
┈┈• ~ on the way home 돌아오는 길에 지정거리다.
━vt.
① 질질 끌다.
② 《+ + 》 (시간을) 우물쭈물〔어정버정〕 보내다《ɑwɑy; out》
♣ ~ on 〔round〕 a subject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다.
♣ ~ out one’s life 좀처럼 죽지 않다; 헛되이 살아가다
ex·pe·di·tion [èkspǍdíʃən] n.
① (탐험·전투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한) 긴 여행〔항해〕, 탐험(여행), 원정, 장정; 파견
┈┈• go 〔start〕 on an ~ 원정길에 오르다〔나서다〕
┈┈• make an ~ into …을 탐험〔원정〕하다.
② 탐험〔원정, 토벌〕대, 원정 함대〔선단〕.
③ 유람여행.
④

신속, 기민, 민활.

cool [kuːl] ɑ.
① 서늘〔시원〕한; (의복 따위가) 시원스러운.
② 식은; 평열(平熱)의
③ 냉정한, 침착한, 태연한; 냉담한《to》; 뻔뻔스런, 넉살 좋은
④ 찬 색의, (청·녹·자색이 주조(主調)를 이루어) 찬.
⑤ 《구어》 정미(正味)…, 에누리없는
⑧ 《구어》 훌륭한, 근사한
━vt., vi.
① 차게 하다; 차지다; 시원하게 하다〔해지다〕《down》.
② 냉정하게 하다〔해지다〕, 진정시키다, 가라앉(히)다《down; off》; 《미국속어》 죽(이)다.
♣ ~ it 《속어》 냉정하게 되다, 침착해지다.
vin·dic·tive [vindíktiv] ɑ.
복수심이 있는, 원한을 품은, 앙심깊은; 징벌의
┈┈• a ~ action 보복적 행위.
aug·ment [ɔːgmént] vt.
① 늘리다, 증대시키다, 증가시키다.
② ᇾ문법ᇿ 접두 모음자를 붙이다; ᇾ음악ᇿ 증음(增音)하다; ᇾ군사ᇿ 보강하다.
━vi.
늘다, 증대하다.
━[ɔ́ːgment/-m ǝnt] n.
증대; ᇾ문법ᇿ (그리스어·산스크리트어의) 접두 모음자.
yield [jiːld] vt.
① 생기게 하다, 산출(產出)하다(produce); (이익 따위를) 가져오다
② 양보〔양도〕하다, 굴복하다, 명도하다; 주다; 포기하다《up; over; to》
③ □~ oneself□ (…에) 몸을 맡기다, (유혹 따위에) 지다, (악습 따위에) 빠지다《to》
④《

+ 》 (사물이 비밀 따위를) (끝내) 밝히다《노력에 의해》

┈┈• The universe will never ~ up its secret. 우주는 그 비밀을 밝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⑤ 《고어》 지급하다, 치르다; (빌려 쓴 돈 등을) 갚다; (대)갚음하다.
━vi.
① 《+ 》 (땅이) 농작물을 산출하다; (노력이) 보수를 가져오다

② 《~/+

+ 》 지다, 굴복하다; 따르다《to》

③ 《~/+

+ 》 (압력 때문에) 움직이다, 구부러〔휘어〕지다《to》; 무너지다

④ 《+ + 》 (남에게) 한결 뒤지다; …만 못하다
⑤ 《+ + 》 명도 〔양도〕하다; 양보하다
pre·dom·i·nant [pridάmǍnǍnt/-dɔ́m-] ɑ.
① 뛰어난, 탁월한《over》
② 유력한, 현저한, 눈에 띄는
③ 주권을 가진, 세력 있는; 널리퍼진.
in·ces·sant [insésənt] ɑ.
끊임없는, 그칠 새 없는, 간단 없는.
~·ly ɑd. 끊임없이.
strain² n.
① 종족, 혈통, 가계(家系); 계통
② 유전질, 소질; 기질, 기풍; 경향
③ 변종(變種), 품종
④ (종종 pl.) 가락, 선율(旋律), 곡, 노래; 《문어》 시(詩).
⑤ ᇾ유전학ᇿ 균주(菌株), 계통《본래의 세균과 성질이 약간 다른 균》.
♣ in the same ~ 같은 투로.
strain¹ [strein] vt.
a) 잡아당기다, 꽉 죄다.
b) 긴장시키다, (귀를) 쫑그리다, (목소리를) 짜내다.
a) 너무 긴장시키다, 무리하게 사용하다, 혹사하다
┈┈• He ~ed his heart. 그는 무리를 해서 심장을 상했다.
b) (근육 따위가) 접질리게 하다, 뒤틀리게 하다, (발목 따위를) 삐다; ᇾ기계ᇿ 뒤틀게 하다.
④ 《~+ /+

+ + 》 껴안다

━vi.
① 《+ + 》 잡아당기다《ɑt》
② 긴장하다.
③ 《~/+to do/+

+ 》 열심히 노력하다, 온힘을 발휘하다, 크게 애쓰다

━n.
a) 긴장, 팽팽함; 당기는 힘〔무게〕
b) 힘〔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 긴장 상태; (개인·국가간의) 긴박한 상태.
②

피로, 피곤; 정신적 긴장

┈┈• the ~ of worry 심로(心勞).
♣ ~ oneself 무리〔과로〕를 하다.
♣ stand the ~ 억지로 견디다.
♣ under the ~ 긴장〔과로〕한 탓으로.
♣ without ~ 무리하지 않고.
ex·po·sure [ikspóuʒǍr] n.
① 노출, 쐼, 맞힘
②
③

(비리·나쁜 일 등의) 노현(露顯), 발각; 적발, 탄로, 폭로.
(TV·라디오 등을 통하여) 사람 앞에 (빈번히) 나타남; (음악 등의) 상연.

⑧ (어린애 등의) 유기(遺棄).
whole·some [hóulsǍm] ɑ.
① 건강에 좋은, 위생적인; 건강해 보이는
┈┈• a ~ girl 건강해 보이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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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 [pǍːrsíst, -zíst] vi.
① 《+ + 》 고집하다, 주장하다, 집착하다《in》
② 《~/+

+ 》 지속하다, 존속하다, 살아남다

re·luc·tant [rilʌ́ktǍnt] ɑ.
① 마음 내키지 않는(unwilling), 꺼리는, 마지못해서 하는《to do》
㉺ *~·ly ɑd. 마지못해, 싫어하면서.
amass [Ǎmǽs] vt.
(긁어) 모으다; (재산을) 축적하다; 쌓다
┈┈• ~ a fortune 재산을 모으다.
pri·va·tion [praivéiʃən] n.
① (생활 필수품 등의) 결여, 결핍; 궁핍; (종종 pl.) 고난
② 상실; 박탈, 몰수; ᇾ논리학ᇿ 성질 결여, 결성(缺性).
tide² vi.
《고어》 일어나다, 생기다.
tide¹ [taid] n.
① 조수, 조류, 조석(潮汐)
② 흥망, 영고(榮枯), 성쇠(rise and fall)
┈┈• a full ~ of pleasure 환락의 절정.
③ 그 시대의 풍조, 시세, 경향, (때의) 형세
┈┈• go with the ~ 시류에 따르다.
♣ turn the ~ 형세를 일변시키다.
♣ work double ~s 주야로〔전력을 다해〕 일하다.
♣ ~ over (곤란 따위를) 헤쳐나가다, 이겨내다, 극복하다(overcome); (돈·일 따위가) …에게 어려움을 이겨
내게〔헤어나게〕 하다
schism [sízəm, skíz-] n.
(단체의) 분리, 분열; (특히 교회·종파의) 분립, 분파; 불화;

종파

se·ces·sion [siséʃən] n.
탈퇴, 분리; (종종 S-) ᇾ미국역사ᇿ (남북 전쟁의 발단이 된) 남부 11주의 탈퇴.
~·ìsm n.
탈퇴〔분리〕론; ᇾ미국역사ᇿ 남부 11주 탈퇴론; ᇾ건축·공예ᇿ 시세션 운동, 분리파《1898년
Vienna에 일어난 예술 운동》.
màl·contént ɑ.
불평을 품은, (현상에) 불만인, 반항적인(rebellious).
━n.
불평가, 불평 분자; 반항자, 반체제 활동가.
whith·er [hwíðǍr] ɑd.
《시어·문어》
① □의문사□
a)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ۦOPP.ۧ whence.
★ 지금은 보통 where?, where ... to?를 씀.
b) □특히 신문·정치 용어□ 어디로 가는가, …의 장래〔전도〕는 (어떻게).
② □관계사□ (…하는〔한〕) 그 곳에
┈┈• the village ~ I went 내가 갔던 마을.
③ □선행사없는 관계사□ 어디로든지 …한〔하는〕 곳으로
┈┈• Go ~ you please.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n.
행선지, 목적지.
♣ no ~ 어디에도 …않다.
whére·abòuts ɑd.
① □의문사□ 어디(쯤)에
┈┈• Whereɑbouts did you find it? 어디쯤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느냐.

② □관계사□ …하는 곳〔장소〕
┈┈• I don’t know ~ he lives. 나는 그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n.
□단·복수취급□ 있는 곳, 소재; 행방
★ 드물게 whereabout라고도 함
fal·ter [fɔ́ːltǍr] vi.
① 비틀거리다, 발에 걸려 넘어지다(stumble), 비슬대다.
② 《~/+

+ 》 머뭇거리다(hesitate), 멈칫〔움찔〕하다; (용기가) 꺾이다

③ 말을 더듬다(stammer)
━vt.
《+ + 》 더듬더듬〔우물우물〕 말하다《out; forth》
┈┈• ~ out an excuse 더듬거리면서 변명하다.
━n.
① 비틀거림.
② 머뭇거림, 움츠림(flinch).
③ 말더듬음, 더듬는 말; (목소리·음의) 떨림.
com·pe·tence, -ten·cy [kάmpǍtəns/kɔ́m-], [-i] n.
적성, 자격, 능력《for; to do》; ᇾ법률학ᇿ 권능, 권한; ᇾ지리ᇿ 콤피턴스, 암설(岩屑)을 움직이는 능력《움
직일 수 있는 최대의 입자로 표시한 것》; ᇾ생물ᇿ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배포(胚胞) 세포의) 반응력
〔성〕; ᇾ언어학ᇿ 언어 능력;
상당한 자산
┈┈• within 〔beyond〕 the ~ of …의 권한내〔외〕로
┈┈• mental ~ 정신적 능력.
♣ acquire 〔amass〕 a ~ 충분한 재산을 얻다〔모으다〕.
♣ exceed one’s ~ 권한을 넘다, 월권행위를 하다.
♣ have ~ over …을 관할하다.
eke¹ [iːk] vt.
《고어》 (…을) 많게 하다, 늘리다, 크게 하다, 길게 하다, 잡아 늘리다.
♣ ~ out
①보충하다, …의 부족분을 채우다
②절약하여 오래 계속시키다; 변통하여〔근근히〕 (생활을) 해나가다
eke² ɑd., conj.
griz·zle¹ [grízəl] n.
회색; 회색의 것《말 따위》; 반백의 머리털〔가발〕.
━ɑ.
회색의.
━vt., vi.
회색으로 하다〔되다〕.
griz·zle² vi.
《영국구어》 투덜거리다; (어린아이가) 보채다, 떼를 쓰다; 탄식하다.
whol·ly [hóulli] ɑd.
전혀, 완전히, 전부, 전적으로
per·se·ver·ance [pə̀ːrsǍvíːrəns] n.
① 인내(력), 참을성, 버팀
┈┈• with ~ 참을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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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rant [véigrǍnt] ɑ.
① 방랑하는, 헤매는, 떠도는, 방랑성의
② (식물이 여기저기) 만연하는.
━n.
방랑자, 부랑자.

rè-presént vt.
다시 선사하다; 다시 제출하다; (극 따위를) 재연(再演)하다.
rep·re·sent [rèprizént] vt.
① 묘사하다, 그리다
② 마음에 그리다, 상상하다
③ 말하다, 기술하다, 말로 표현하다, 주장〔단언〕하다
④ (그림·기호 등이) 표시〔상징〕하다, 의미하다
⑥ 대표하다
┈┈• He ~s our city. 그는 우리 시 출신 의원이다.
sure·ty [ʃúǍrti, ʃúərǍti] n.
《미국·영국고어》 보증, 담보 (물건), 저당 (물건); (보석(保釋)) 보증인, 인수인; 연대 보증업자;
《고어》 확실(성).
♣ of 〔for〕 a ~ 《고어》 틀림없이, 꼭.
♣ stand 〔go〕 ~ for …의 보증인이 되다.
de·tain [ditéin] vt.
① 붙들어 두다; 기다리게 하다
② 《~+ /+

+ɑs 》 ᇾ법률학ᇿ 억류〔유치, 구류〕하다

㉺~·ee [ditèiníː] n. (정치적 이유에 의한 외국인) 억류자.
de·sert³ [dizə́ːrt] n.
① 상〔벌〕을 받을 만한 가치〔자격〕, 공과(功過); (종종 pl.) 당연한 보답, 응분의 상〔벌〕.
② 공적(merit); 미덕
♣ above one’s ~s 과분히.
♣ get 〔meet with, receive〕 one’s (just) ~s 응분의 보답〔상, 벌〕을 받다
des·ert¹ [dézǍrt] n.
① 사막; 황무지
━ɑ.
① 사막의; 불모의(barren); 황량한.
② 사람이 살지 않는.
③ 사막에 사는.
*de·sert² [dizə́ːrt] vt.
① (처자 등을) 버리다, 돌보지 않다(abandon).
② (무단히 자리를) 뜨다, 도망하다, (병사·선원 등이) 탈영〔탈주〕하다.
③ (신념 따위를) 버리다; (희망 등이 아무에게서) 없어지다, 사라지다
┈┈• His courage ~ed him. 그는 용기를 잃었다.
━vi.
의무〔직무〕를 버리다, 자리〔지위〕를 떠나다, 도망하다, 탈주하다《from; to》
┈┈• ~ from the barracks 탈영하다.
㉺~·er n. 도망자, 탈영병; (의무·가족 등을) 버린 사람, 유기자, 직장 이탈자; 탈당자.
foil¹ [fɔil] n.
━vt.
…에 박을 입히다, (보석에) 박으로 뒤를 붙이다; ᇾ건축ᇿ …에 잎새김 장식을 붙이다; 《드물게》 대조함으로
써 …을 돋보이게 하다
┈┈• a ~ed window 잎새김 장식이 있는 창.
foil² n.
(끝을 둥글고 뭉툭하게 만든) 연습용 펜싱검(劍); (pl.) 펜싱 (연습).
foil³ vt.
역(逆)을〔허를〕 찌르다, (계략 따위를) 좌절시키다, 미연에 방지하다; 피하다; 《고어》 (공격을) 격퇴〔저
지〕하다; ᇾ수렵ᇿ (냄새 자취를) 감추다《짐승이 종횡으로 뛰어》; (사냥개를) 따돌리다.

━n.
짐승이 달아난 발자귀; 《고어》 격퇴.
♣ be ~ed in …에 실패하다.
♣ run (upon) the ~ 짐승이 냄새 자취를 감추다.
me·ni·al [míːniǍl, -njǍl] ɑ.
천한, 비천한; 머슴 노릇하는
━n.
머슴, 하인, 하녀.
ca·pac·i·ty [kǍpǽsǍti] n.
① 수용량; (최대) 수용 능력
② 용적, 용량; ᇾ물리학ᇿ 열〔전기〕 용량; ᇾ컴퓨터ᇿ 용량.
③ 능력, 재능
④ 자격(function); ᇾ법률학ᇿ (행위) 능력, 법정 자격
over·take [òuvǍrtéik] vt. (-took; -taken)
① …을 따라잡다〔붙다〕; 추월하다, (뒤떨어진 일 따위를) 만회하다
② (폭풍·재난 따위가) 갑자기 덮쳐오다; 압도하다; 《Sc.》 …의 마음을 현혹시키다, 유혹하다
━vi.
《영국》 차를 추월하다(pass)
fu·gi·tive [fjúːdʒǍtiv] ɑ.
도망치는; 탈주한; 망명의; 고정되지 않은, 변하기 쉬운; 일시적인, 덧없는; 그때뿐인; 즉흥적인《수필 따
위》
도망자, 탈주자; 망명자; 붙잡기 어려운 것; 날아가는 것
du·ly [djúːli] ɑd.
① 정식으로, 정당하게, 당연히; 적당하게.
② 충분히(sufficiently).
③ 제시간에, 지체없이, 시간대로(punctually); 때에 알맞게.
ob·li·ga·tion [ὰblǍgéiʃən/ɔ̀b-] n.
①

의무, 책임

② ᇾ법률학ᇿ 채무, 채권〔채무〕 관계; 채권, 증권(bond); (금전) 채무증서; 계약(서).
③ 은의(恩誼), 의리; 의리〔은의〕를 느끼는 대상〔사람〕
┈┈• repay an ~ 은혜에 보답하다.
rem·i·nis·cence [rèmənísəns] n.
①

회상, 추억; 기억〔상기〕력

②

생각나게 하는 것〔일〕; 옛 생각

③ (pl.) 회고담, 회상록
fe·roc·i·ty [fǍrάsǍti/-rɔ́s-] n.
사나움, 잔인성(fierceness);

광포한 행동, 만행.

dis·po·si·tion [dìspǍzíʃən] n.
①

성벽(性癖), 성질, 기질; 경향;

②

배열, 배치; (pl.) 작전계획

의향

③

처분, 정리; ᇾ법률학ᇿ 양도, 증여; 처분〔재량〕권

④

ᇾ의학ᇿ 소인(素因).

⑤ 하늘의 배려
af·fa·ble [ǽfǍbəl] ɑ.
상냥한, 붙임성 있는, 친절한, 사근사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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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f·fle [skʌ́fəl] n.
드잡이, 격투, 난투; =SCUFF.
━vi.
드잡이하다, 난투하다《with》; 허둥대다, 갈팡질팡하다;

prop·o·si·tion [prὰpǍzíʃən/prɔ̀p-] n.
① 제안, 건의
② 계획, 플랜.
③ 진술, 주장
⑦ 《구어》 일, 문제, 것; 상대
━vt.
《구어》
① …에게 제안하다.
② (여자에게) 유혹을 하다.
♣ be not a ~ 가망이 없다.
♣ make a person a ~ 아무에게 제안하다; 아무에게 …하도록 꾀다.
trail [treil] vt.
① (질질) 끌다, (질질) 끌며 가다(ۦSYNۧ ⇨PULL); (연기·구름 따위를) 꼬리를 끌게 하다
② …의 뒤를 밟다, 추적하다
③ 《구어》 (경주 따위에서) …의 뒤를 달리다; (가축을) 쫓다, (긴 열을 지어) …의 뒤에서 따라가다.
━vi.
① (질질) 끌리다; (머리카락이) 늘어지다
② (덩굴이) 붙어서 뻗어가다
④ 발을 질질 끌며 가다, 천천히 나아가다
⑤ (소리 따위가) 점차 사라지다 〔약해지다〕《ɑwɑy; off》
⑥ 추적하다, 뒤를 밟다; (개가) 냄새 자국을 쫓다.
━n.
① 뒤로 길게 늘어진 것; (혜성 따위의) 꼬리; (구름·연기 따위의) 길게 뻗침《of》; (사람·차 따위의) 줄, 열
《of》; 긴 옷자락; 늘어뜨린 머리카락; (땅을) 뻗어가는 가지〔덩굴〕; 후릿그물(~ net)
② 자국, 발자국, 지나간 흔적, 밟은 자국, 질질 끌린 자국; 선적(船跡), 항적(航跡); (짐승의) 냄새 자국; (수
색의) 실마리, 형적
③ (황야나 미개지의) 오솔길.
♣ get on the ~ of …의 실마리를 잡다〔포착하다〕.
ush·er [ʌ́ʃǍr] n.
① 안내인, 접수원, 문지기, 수위.
② (법정의) 정리(廷吏).
③ (교회·극장 등의) 좌석 안내원; 《고어》 (고귀한 사람의) 선도원; 《미국》 (결혼식장에서 내빈) 안내원.
④ 《영국고어》 《경멸적》 조교사(助敎師).
⑤ (영국 왕실의) 의전관(儀典官) (gentleman-usher).
━vt.
안내하다, 전갈하다, 선도(先導)하다《in; out; into》
┈┈• ~ in 〔out〕 a person 아무를 안내해 들이다〔보내다〕
┈┈• The maidservant ~ed me into the drawing room. 하녀가 나를 객실로 안내했다.
━vi.
안내역을 맡다.
mag·is·trate [mǽdʒǍstrèit, -trit] n.
① (사법권을 가진) 행정 장관, 지사, 시장.
② 치안 판사《justice of the peace나 police court의 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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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cle [mǽnǍkl] n.
(보통 pl.) 수갑; 속박, 구속.
━vt.
수갑을 채우다; 속박하다.
com·mo·tion [kǍmóuʃən] n.
동요; 흥분; 소동, 소요, 폭동.

♣ be in ~ 동요하고 있다.
♣ create 〔cause〕 a ~ 소동을 일으키다.
frail¹ [freil] ɑ.
① 무른, 부서지기 쉬운; (체질이) 약한.
② 덧없는
③ 의지가 약한, 유혹에 약한; 《완곡어》 (여자가) 부정한.
④ 《구어》 구제할〔어찌해 볼〕 길 없는.
frail² n.
(무화과·건포도 따위를 담는) 골풀바구니; 한 바구니의 양《약 75파운드》
aor·ta [eiɔ́ːrtǍ] n. (pl. ~s, -tae [-tiː])
ᇾ해부학ᇿ 대동맥.
an·eu·rysm, -rism [ǽnjurìzəm] n.
ᇾ의학ᇿ 동맥류(瘤).
plac·id [plǽsid] ɑ.
① 평온한, 조용한(calm)
② 침착한; 매우 만족한.
ùnder·féed vt. (p., pp. -fed)
① …에게 충분한 음식〔영양〕을 주지 않다.
② [-́--̀] (난로 등에) 아래쪽에서 연료를 공급하다.
━vi.
감식(減食)하다.
ad·vìs·a·bíl·i·ty n.
권할 만함, 적당함; 득책(得策).
tus·sle [tʌ́səl] n.
격투, 투쟁; 논쟁; 난투, 고전.
━vt., vi.
(…와) 격투하다, 싸우다.
brink [briŋk] n.
① (벼랑 따위의) 가장자리; (산 따위의) 정상.
② 물가.
③ (…하기) 직전, (아슬아슬한) 고비.
ۦcf.ۧ edge, verge.
♣ on 〔at〕 the ~ of (멸망·죽음 등)에 임하여, …의 직전에
┈┈∘ on 〔ɑt〕 the brink of starvation 아사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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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ic, -i·cal [mǍθάdik/miθɔ́d-], [-əl] ɑ.
질서 있는, 조직적인(systematic); 규율 바른, 질서정연한(orderly); 방법론적인.
vouch [vautʃ] vi.
《+ + 》 보증하다, 증인이 되다《for》; 단언하다《for》
━vt.
보증〔증언〕하다, …의 보증인이 되다; 입증하다; 증거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를) 인증하다, (지급)의 필요
를 입증하다; (아무를) 보증인으로 소환하다; 《고어》 (사례·서적을) 예증으로 제시하다, 인증하다;
sub·join [sǍbdʒɔ́in] vt.
증보〔추가〕하다, …에 보유(補遺)를 붙이다.
for·feit [fɔ́ːrfit] vt.
(죄·과실 등에 의하여 지위·재산·권리를) 상실하다; 몰수되다
━n.
벌금, 과료(fine); 추징금; 몰수물;
━ɑ.
잃은, 몰수된, 몰수당한.

(권리·명예 따위의) 상실, 박탈; (벌금놀이에) 거는 것

lapse [læps] n.
① a) (시간의) 경과, 흐름, 추이《of》
b) (과거의 짧은) 기간, 시간.
② (우연한) 착오; 실책, 실수, 잘못《of》
③ 정도(正道)에서 벗어남; 죄에 빠짐, 타락; 배교(背敎)
④ (습관 따위의) 쇠퇴, 폐지.
⑤ ᇾ법률학ᇿ (권리의) 소멸, 상실; (유산의) 실효.
━vi.
① 《~/+

》 (시간이) 경과하다, 모르는 사이에 지나다《ɑwɑy》

┈┈• The days ~d ɑwɑy. 모르는 사이에 시일이 지났다.
② 조금씩 변천하다; 모르는 사이에 빠지다《into》; 나쁜 길로 빠지다, 잘못 생각하다, 죄를 범하다; 실수하
다, 잘못하다; 저하하다; 퇴보하다, 타락하다《into》
┈┈• ~ from good ways into bad 행실이 점점 나빠지다
━vt.
(권리를) 잃다.
man·hood [mǽnhùd] n.
① 인간임, 인격.
a) 남자임; 사나이다움(manliness)
④ (남자의) 성년, 성인, 장년
┈┈• arrive at〔come to〕 ~ 성인이 되다.
tire¹ [taiǍr] vt.
피로하게 하다; 싫증나게〔물리게〕 하다
━vi.
① 피로하다, 피로해지다, 지치다《with》
★ 이 의미로는 보통 get 〔be〕 tired를 씀.
② 물리다, 싫증나다《of》
━n.
《영국구어》 피로(fatigue).
♣ ~ down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몰다.
♣ ~ for 《Sc.》 …을 기다리다 지치다.
♣ ~ out =~ to death 녹초가 되게 만들다
┈┈∘ I’m ~d out. 기진맥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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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 [meiz] n.
① 미로(迷路), 미궁(迷宮)(labyrinth); 미로 놀이.
② 분규, 혼란.
③ 당황, 쩔쩔맴
┈┈• be in a ~ 어찌할 바를 모르다.
━vt.
미혹시키다, 당황케 하다; 망연자실케 하다.
━vi.
(미로에서) 헤매다.
con·trive [kǍntráiv] vt.
① 연구하다; 고안〔발명〕하다; 설계하다
② 용케 …하다, 이럭저럭 (…을) 해내다(manage); □반의적□ 일부러 (불리한 일을) 저지르다, 불러들이다
③ 꾀하다, 하고자 획책〔도모〕하다
━vi.
① 궁리하다, 고안하다; 획책하다.
② (살림 따위를) 잘 꾸려나가다
♣ cut and ~ (살림 따위를) 용케 꾸려나가다.

behínd·hànd ɑd., ɑ.
□형용사로는 서술적□
① (시기·시각·시대에) 뒤지어, 늦게 (되어)
┈┈• be ~ in one’s idea 생각이 뒤떨어지다〔낡다〕.
② (학업 따위가) 늦어《in》; 등한히 하여; (일 따위가) 밀리어《with; in》; (경영 등이) 적자인《in; with》
┈┈• ~ with payments 지급이 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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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tle¹ [bʌ́sl] vi.
① 《~/+

》 크게 소동하다; 떠들며 다니다; 부산떨다《ɑbout; ɑround》

② 《+ + 》 (거리 따위가) 붐비다, 북적거리다《with》
━vt.
《+ + 》 부산떨게 하다, 재촉하다《off》
━n.
큰 소동, 혼잡
┈┈• be in a ~ 분잡하다, 크게 떠들고 있다.
♣ ~ up 떠들어대다, 서두르다, 부지런히 일하다.
re·mon·strate [rimάnstreit, rémǍnstrèit/rimɔ́nstreit] vi.
이의를 말하다, 항의〔질책〕하다《ɑgɑinst》; 충고하다, 간언하다(expostulate)
━vt.
…을 항의하다《thɑt》.
pre·sume [prizúːm] vt.
① 추정하다, 상상하다, …인가 하고 생각하다
② ᇾ법률학ᇿ (반증이 없어) …로 추정하다, 가정하다
━vi.
① 추정하다, 상상하다.
② 기대하다, (앞뒤 생각 없이) 믿다《on, upon》
③ 대담하게〔건방지게〕 굴다
④ (남의 약점 따위를) 이용하다, 편승하다《on, upon》
⑤ □보통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a) 《+to do》 감히 〔대담하게도〕 …하다
b) 주제 넘게 나서다
㉺pre·súm·er n.
① 가정자, 추정자.
② 주제넘은 놈, 주책바가지.
dic·tate [díkteit, --́] vt.
① 구술하다, (말하여) 받아쓰게 하다《to》
② 명령하다, 지시하다《to》
━vi.
《+ + 》
① 받아쓰기를 시키다, 구술하여 필기케 하다《to》
② □보통 부정문, 종종 수동태□ 지시〔명령〕하다《to》
━[díkteit] n.
(보통 pl.) (양심·이성 따위의) 명령, 지령, 지시
un·dúe ɑ.
①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과도한.
② 심한, 대단한.
③ 부당한, 불법의
┈┈• ~ use of power 권력의 부당 행사.
④ 기한이 되지 않은, 지불 기한 미달의.
pre·cip·i·ta·tion [prisìpǍtéiʃən] n.

① 투하, 낙하, 추락; 돌진.
② 화급, 조급; 경솔; 급격한 촉진
┈┈• with ~ 부랴부랴, 황망히.
③ ᇾ화학ᇿ 침전(물).
ret·ri·bu·tion [rètrǍbjúːʃən] n.
보답; 징벌; ᇾ신학ᇿ 응보, 천벌; 보복
mold³, 《영국》 mould³ n.
━vt.
흙을〔으로〕 덮다《up》.
mold¹, 《영국》 mould¹ [mould] n.
① 형(型), 금형, 주형(鑄型)(matrix), 거푸집; (과자 만드는) 틀; (구두의) 골; (석공 등의) 형판(型板).
② 틀에 넣어 만든 것《주물·젤리·푸딩 따위》
③ 《비유적》 형, 모양(shape), 모습; 인체.
④ 특성, 특질, 성격(character)
━vt.
① 형상짓다, 틀에 넣어 만들다, 주조〔성형〕하다
② 반죽하여 만들다
③ (인격을) 도야하다, (인물·성격을) 형성하다
④ (조각 따위에서) …에 장식을 하다.
⑤ (옷 따위가 몸)에 꼭 맞다, (몸의 선)을 뚜렷이 드러내다.
du·pli·cate [djúːplǍkit] ɑ.
이중의, 중복의, 한 쌍의; 부(副)의, 복사의; 두 배의
┈┈• a ~ key 여벌 열쇠(ۦcf.ۧ passkey)
━n.
① (동일물의) 2통 중 하나; (그림·사진 따위의) 복제.
② 등본, 사본, 부본; 복사, 베낌, 여벌.
③ 보관표; 전당표.
━[-kèit] vt.
이중으로 하다, 두 배로 하다; (둘로) 접다, 포개다; (증서 따위를) 두 통 만들다; 사본하다, 복사하다
(reproduce); …와 같은 것을 만들다; (실패 등을) 되풀이하다; ᇾ컴퓨터ᇿ 복제(複製)〔복사〕하다; 필적〔비
견〕하다.
━vi.
ᇾ생물ᇿ (염색체가) 둘로 분열하다.
con·struct [kǍnstrʌ́kt] vt.
① 조립하다; 세우다, 건조〔축조·건설〕하다.
② (기계·이론 등을) 꾸미다, 구성하다, 연구〔고안〕하다
③ ᇾ수학ᇿ 작도하다, 그리다.
④ ᇾ문법ᇿ (말을) 구로〔절로·문으로〕 구문하다.
━[kάnstrʌkt/k ɔ́n-] n.
구조물, 건조물; ᇾ심리학ᇿ 구성 (개념); ᇾ문법ᇿ 구문; 구성주의 작가〔화가,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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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 [ʃʌv] vt.
①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냅다 밀다, 밀어제치다; 《미국속어》 살해하다《off》
② 《구어》 (아무렇게나) 찔러 넣다; 밀어 넣다, 처넣다; (난폭하게) 놓다, 두다《up; down; in, into》
━vi. 밀다, (떠)밀고 나아가다, 밀고 가다
━n.
밂, 떠밂; 밀어제침, 떠다밂; (the ~) 《영국속어》 추방, 해고
┈┈• give it a ~ 그것을 냅다 밀다.
♣ ~ off 〔out〕 (배를) 밀어내다; 저어 나가다; 《구어》 떠나다, 출발하다《for》, 나가 없어져라.

♣ ~ on 밀고〔뚫고〕 나아가다; (옷을) 입다.
♣ ~ over 《구어》 자리를 조금 좁히다.
kick¹ [kik] vt.
① 차다, 걷어차다. (문 따위를) 차서 …한 상태가 되게 하다
② (특히 레이스에서 자동차·말 따위의) 속도를 갑자기 올리다
④ (총이 어깨 따위에) 반동을 주다.
⑤ 《미국속어》 (신청을) 거절하다(reject); (구혼자 등을) 퇴짜놓다; (고용인을) 해고하다《out》; (마약의
습관성을) 끊다
━vi.
① 차다《ɑt》
③ (총이) 반동하다(recoil).
④ 《구어》 반대〔반항〕하다, 거스르다, 강하게 항의하다《ɑt; ɑgɑinst》; 불평을 말하다《ɑbout》, 흠잡
다《ɑt; ɑgɑinst》
━n.
① 차기, 걷어차기.
② (총의) 반동.
③ 《구어》 반대, 반항, 거절; 항의, 불평.
hound [haund] n.
① 사냥개《말 머리에 blood-, deer-, fox-를 붙이는 일이 많음》;
② 비열한(漢).
③ 《구어》 열중하는 사람, …광.
━vt.
① 사냥개로 사냥하다.
② 추적하다; 쫓아다니다; 추적하여 잡다《down》; 몰아내다《out》, 박해하다
③ 격려하다; 부추기다《ɑt; on》
thrash [θræʃ] vt.
① 때리다, (몽둥이·회초리 따위로) 때려눕히다, 채찍질하다; (경기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다
━vi.
① =THRESH.
② 심하게 움직이다, 몸부림치다, 뒹굴다《ɑbout》
④ 《미국속어》 헛수고를 하다.
━n.
① 때리기; 패배시킴, 이김.
② ᇾ수영ᇿ (크롤 따위의) 물장구질.
③ 탈곡.
♣ ~ out 〔over〕 (문제 등을) 철저하게 논의하다〔검토하다〕; 논의 끝에 (답·결론에) 이르다; (계획을) 정
성을 다해 훌륭하게 세우다.
♣ ~ the life out of 《구어》 …를 때려죽이다〔때려눕히다〕
craze [kreiz] vt.
① □보통 수동태□ 미치게 하다; 발광시키다; 열광〔열중〕하게 하다《with; ɑbout; for》.
② (도자기를) 잔금이 가게 굽다.
━vi.
미치다; 잔금이 가다.
━n.
① 광기, 발광; (일시적인) 열광, 열중, 대유행(rage).
② (도자기 따위의) 잔금.
gin¹ [dʒin] n.
진《두송실(杜松實)(juniper berries)로 향기를 들인 증류주》.
gin² n.

기계 장치, 《특히》 덫; 삼각(三脚) 기중기; 씨아(cotton ~).
━(-nn-) vt.
씨아로 목화씨를 빼다, 조면(繰綿)하다; 덫으로 잡다.
♣ ~ up 《미국방언·구어》 선동하다.
gin³ n.
《Austral.》 원주민 여자.
gin⁴ n.
《미국속어》 (거리에서의) 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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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et¹ [bílit] n.
① ᇾ군사ᇿ (민가에의) 숙사 할당 명령서; 군인 막사, 숙사; 《고어》 짧은 편지
② 지위, 일자리
┈┈• a good ~ 《구어》 좋은 일자리.
━vt.
〖군사〗 …의 숙사를 할당하다, 숙박시키다《on; in; ɑt》
━vi.
숙박하다.
bil·let² n.
① (굵은) 막대기, 장작; ᇾ임업ᇿ 짤막한 재목; ᇾ야금ᇿ (작은) 강편(鋼片); 압연(壓延)·압출용의 비금속 주물.
② ᇾ건축ᇿ (노르만 건축에서) 원통형 또는 다각주(多角柱) 장식; (마구(馬具)의) 가죽끈(의 고리).
ex·tract [ikstrǽkt] vt.
① 뽑아내다, 빼어내다, 캐내다, 잘라내다
② (진액 따위를 …에서) 추출하다, 증류해서 추출하다, 짜내다, 달여내다, (금속·광물·광석을) 추출〔채취〕
하다
③ 발췌하다, 인용하다《from》, (공문서)의 초본을 만들다
④ (정보·금전 등을 억지로) 끄집어내다, (겨우) 손에 넣다; (기쁨 등을 …에서) 얻다
━[ékstrækt] n.
①

추출물, (정분을 내어 농축한) 진액; 달여낸 즙.

② 초록, 인용; 발췌; 초본.
grain [grein] n.
①

낟알;

곡물, 곡류(《영국》 corn), 알곡

② (모래·소금·설탕·포도 따위의) 한 알.
③ □주로 부정□ 극히 조금, 미량(微量)
④

조직(texture), 살결, 나뭇결, 돌결; 결정(結晶) 상태; (가죽의) 털을 뽑은 껄껄한 면

⑤ 《비유적》 기질, 성미, 성질.
━vt.
① (낟)알로 만들다.
② 빛이 날지 않게 물들이다; 나뭇결 모양으로 칠하다; 대리석 무늬가 나게 칠하다.
③ (가죽에서) 털을 뽑다; 표면을 도톨도톨하게 하다.
━vi.
낟알 모양〔입상(粒狀)〕이 되다.
♣ against the 〔one’s〕 ~ 성질에 맞지 않게, 비위에 거슬리어
♣ in ~ 본질적으로, 철저한, 타고난
dis·péns·er n.
① 약사, 조제사; 분배자, 시여자(施與者).
② 디스펜서《종이컵·휴지·향수·정제 등을 필요량만큼 내는 장치》; 자동판매기.
sol·u·ble [sάljǍbəl] ɑ.
① 녹는, 녹기 쉬운《in》; 용해할 수 있는
② (문제 따위가) 해결〔해답〕할 수 있는.

ex·ul·ta·tion [ègzʌltéiʃən, èksʌl-] n.
몹시 기뻐함, 광희(狂喜),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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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by, -bie [kǽbi] n.
《구어》 =CABDRIVER.
tóp-hèavy ɑ.
머리가 큰; 불안정한; 우선 배당할 채권(債券)이 과다한; 자본이 과대한.
in·fer·nal [infə́ːrnl] ɑ.
① 지옥(inferno)의.
┈┈• the ~ regions 지옥.
② 악마 같은, 극악무도한.
③ 《구어》 지독한, 정말 싫은
┈┈• an ~ bore 몹시 따분한 사람.
㉺~·ly ɑd. 악마〔지옥〕같이; 《구어》 몹시, 지독하게.
stamp [stæmp] n.
① 스탬프, 인(印), 도장《고무 도장 따위》, 소인(消印)《단, 우표에 찍힌 ‘소인’은 postmark》
② 인지, 우표(postage ~); 수입인지(revenue ~)
⑤ (보통 sing.) 특징, 특질
⑦ 발구르기, 짓밟기; 발구르는 소리.
━vt.
① …에 인지를 붙이다, …에 우표를 붙이다
② …에 날인하다, …에 도장을 찍다; …에 (─을) 누르다《with》
⑧ 짓밟다, 발을 구르다, 발을 굴러 소리내다
⑩ 밟아 뭉개다〔끄다〕《out》
⑪ (밟아서) 눌러 찌그러뜨리다
⑫ (반란 등을) 진압하다, 근절시키다《out》.
━vi.
찧다(pound); 발을 (동동) 구르다; 쿵쿵 걷다; 밟아 뭉개다, 짓밟다《on; down》
♣ ~ out (불을) 밟아 끄다; (폭동 따위를) 진압하다, 박멸하다; (감정을) 억누르다.
con·vulse [kǍnvʌ́ls] vt.
진동시키다, 진감(震撼)시키다; 《비유적》 …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하다; □보통 수동태□ …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 몸부림치게 하다《by; with》
♣ be ~d with laughter 〔anger〕 포복절도하다; 노여움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다.
liv·id [lívid] ɑ.
납빛〔흙빛〕의, 검푸른, 창백한; 멍이 든; 붉은 기미가 도는; 기분이 으스스한; 《미국·영국구어》 격노한.
con·tent·ment [kǍnténtmǍnt] n.
만족(하기)
♣ live in ~ 만족하게 살다.
slédge·hàmmer n.
대형의 쇠망치〔해머〕, 쇠메《대장장이의》, 모루채; 《비유적》 강타.
━vt., vi.
메로 치다; (…에게) 철퇴를 가하다; 큰 타격을 주다.
━ɑ.
강력한; 가차없는; 우격다짐의
┈┈• a ~ blow 큰〔치명적인〕 타격.
gush [gʌʃ] n.
① 용솟음쳐 나옴, 내뿜음, 분출; 분출한 액체.
② (감정 따위의) 복받침; (감정〔열의〕의) 과시, 과장된 감정적인 이야기.
━vi.
① 세차게 흘러나오다, 분출하다《forth; out; up》; (눈물·피 등을) 많이〔갑자기〕 흘리다

┈┈• a hot spring ~ing up in a copious stream 그치지 않고 솟아오르는 온천
┈┈• His nose ~ed out with blood. 그의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② 잘난 척하며 떠벌리다《over; ɑbout》
━vt.
용솟음쳐 나오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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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ugh·ter [slɔ́ːtǍr] n.
① 도살(butchering).
② 살인; 살육, 학살, (특히 전쟁 등에 의한) 대량 학살(massacre).
━vt.
① 도살하다(butcher).
② (전쟁 따위로) 대량 학살하다.
③ 《구어》 완전히 쳐부수다, 해치우다.
thrust [θrʌst] vt. (p., pp. thrust)
① 밀다; 밀어내다《out》, 밀어넣다《in》
② 찌르다
④ □~ oneself□ 주제넘게 나서다, 억지로 끼어들다《into》; □~ oneself□ 헤치고 나아가다
⑤ (뿌리·가지 따위를) 쫙 펴다
━vi.
① 밀다, 찌르다.
② (찌르려고) 덤벼들다《ɑt》
③ 밀어젖히고 나아가다《through; into; pɑst》; 헤치고 들어가다《in》
━n.
① 밀기
② 찌르기
③ 공격; ᇾ군사ᇿ 돌격
④ 혹평, 날카로운 비꼼
♣ ~ aside 밀어젖히다.
♣ ~ back 되찌르다, 찔러 되돌리다.
♣ ~ home (단도 등을) 급소에 찌르다.
♣ ~ in a word 옆에서 말참견하다.
♣ ~ on 급히 입다.
♣ ~ a thing on 〔upon〕 무엇을 …에게 억지로 떠맡기다; …에게 강매하다.
♣ ~ a person out 아무를 내쫓다.
♣ give a ~ 일격(一擊)을 가하다.
♣ make a ~ 푹 찌르다.
pang [pæŋ] n.
① (갑자기 일어나는) 격심한 아픔, 고통.
② 고민, 번민, 상심
spasm [spǽzəm] n.
ᇾ의학ᇿ 경련, 쥐; (감정·활동 등의 돌발적인) 발작, 충동(적 분기); 《구어》 한 차례
┈┈• a ~ of grief 복받치는 슬픔
líght·héarted [-id] ɑ.
아무 걱정 없는, 마음 편한, 낙천적인; 쾌활한, 명랑한.
me·men·to [miméntou] n. (pl. ~(e)s)
기념물, 기념으로 남긴 물건; 추억거리; 경고(하는 것); 《우스개》 기억, 추억; 꿈 같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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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rm [disάːrm, diz-] vt.
① …의 무기를 거두다, 무장 해제하다
② (폭탄·지뢰 등의 뇌관을) 제거하다; (…의) 공격〔방어〕 수단을 빼앗다.
③ (노여움을) 진정시키다, 가라앉히다; (적의·공포를) 없애다; 무해하게 하다

━vi.
무장을 해제하다; 군비를 축소〔철폐〕하다.
hang [hæŋ] vt. (p., pp. hung [hʌŋ], hanged)
① 매달다, 걸다, 늘어뜨리다, 내리다《to; on; from》
② (p., pp. hanged) 목매달다, 교수형에 처하다
③ (고개·얼굴을) 숙이다
━vi.
① 매달리다, 늘어지다, 걸리다
② 허공에 뜨다, 공중에 떠돌다; (연기·안개 따위가) 자욱이 끼다, (…위에) 드리우다《over》; (냄새 따위가)
주위에 감돌다〔자욱하다〕, 뜨다《in》
③ (바위 따위가) 삐죽이 내밀다《over》; (위험 등이) 다가오다《on; over》
⑧ 우물거리다; 서성대다《ɑbout; ɑround》
⑨ 망설이다, 주저하다
♣ be hung over 《구어》 숙취(宿醉)이다.
♣ go ~
①교수형이 되다
┈┈∘ Go ~ yourself! 뒈져라, 꺼져라.
♣ ~ it out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다.
♣ ~ it up 《미국구어》 그만두다, 사직하다.
♣ ~ on
①꼭 붙잡다, 매달리다, 붙잡고 늘어지다, (소유물을) 놓지 않다《to》; 일을 계속해 나가다, 버티어나가다
《ɑt》; (경주 따위에서) 리드를 유지하다; (병이) 오래 가다; 미결인 채로 있다; 《구어》 잠시 기다리다;
《구어》 전화를 끊지 않고 두다.
♣ Hang on!
①꼭 붙들어라.
②잠깐 기다려.
♣ ~ out
①몸을 밖으로 내밀다《of》
┈┈∘ ~ out of the window 창 밖으로 몸을 내밀다.
②(…에서) 살다《ɑt; in》
③《구어》 …에 자주 출입하다, 늘 …에서 얼씬대다《ɑt; in》
┈┈∘ ~ out in bars 술집에 자주 출입하다.
♣ ~ over 《vi.+ 》
①(결정·안건 따위가) 보류되다, 미결인 채로 있다《from》.
prov·i·dence [prάvǍdəns/prɔ́v-] n.
① (종종 P-) 섭리, 하느님의 뜻
② (P-) 하느님(God), 천주, 신
③ 선견(지명), 조심, 배려; 절약.
shack·le [ʃǽkəl] n.
(보통 pl.) 쇠고랑, 수갑, 족쇄, 차꼬(fetters); (보통 pl.) 《비유적》 구속, 속박, 굴레(impediment); (연결용)
U 자 형 고리, 사슬; ᇾ紋章(문장)ᇿ 쇠고리줄 모양.
━vt.
…에 쇠고랑〔수갑〕을 채우다, 차꼬〔족쇄〕를 채우다; □보통 수동태□ 구속하다, 속박하다, 방해하다
《with; by》; 사슬로 잇다
thríll·ing ɑ.
① 오싹하게 하는, 머리끝이 곤두서는 (것 같은)
② 감격적인, 피가 끓는 (것 같은)
③ 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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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órt·hànd n., ɑ.
속기(의)
┈┈• ~ machine 속기록기(機) ┈┈• a ~ typist 속기자.
━vt., vi. 속기하다.
jo·cose [dʒoukóus] ɑ.
《문어》 (사람됨이) 우스꽝스런, 익살맞은(facetious).
com·ply [kǍmplái] vi.
좇다, 동의하다, 승낙하다, 응하다, 따르다《with》
mete¹ [miːt] vt.
① 《문어》 (형벌·보수 따위를) 할당하다, 주다(allot)《out》.
② 《고어·시어·방언》 재다, 측정하다(measure).
an·eu·rysm, -rism [ǽnjurìzəm] n.ᇾ의학ᇿ 동맥류(瘤).
plac·id [plǽsid] ɑ.① 평온한, 조용한(calm)
② 침착한; 매우 만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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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 [kάnsikwèns/kɔ́nsikwǍns] n.
① 결과; 결말
┈┈• The ~ is thɑt ... 그 결과는〔결론은〕 …이다.
② 영향(력).
③

(영향의) 중대성, 중요함; (사람의) 사회적 지위〔중요성〕, 실력; 오만함, 자존(self-importance).

④ ᇾ논리학ᇿ 귀결, 결론.
♣ as a ~ (of) =in ~ (of)
…의 결과, …때문에.
♣ of (great) ~ (매우) 중대〔중요〕한
♣ of little 〔no〕 ~ 거의 〔전혀〕 대수롭지 않은.
♣ take 〔answer for〕 the ~s (자기 행동의) 결과를 감수하다〔책임지다〕
in·struc·tive [instrʌ́ktiv] ɑ.
교훈〔교육〕적인, 본받을 점이 많은, 도움이 되는, 계발적인
ejac·u·late [idʒǽkjǍlèit] vt.
액체를 사출하다; (특히 정액을) 사출하다; 갑자기 외치다 〔말하다〕.
━vi.
갑자기 소리지르다; 별안간 뛰어나가다; (액체를) 사출하다; 《특히》 사정하다
in·trin·sic, -si·cal [intrínsik], [-əl] ɑ.
(가치·성질 따위가) 본질적인, 본래 갖추어진, 고유의(inherent)《to; in》
hin·drance [híndrǍns] n.
방해, 장애;

장애물, 방해자, 사고《to》.

syn·thet·ic [sinθétik] ɑ.
① 종합적인, 종합의.
② ᇾ화학ᇿ 합성의, 인조의《고무 따위》; 대용의, 진짜가 아닌
③ ᇾ언어학ᇿ 종합적인.
④ ᇾ논리학ᇿ 종합의.
━n.
ᇾ화학ᇿ 합성 물질, 《특히》 합성〔화학〕 섬유.
-i·cal·ly ɑd. 종합하여, 합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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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 -i·cal [æ̀nǍlítik], [-əl] ɑ.
분해〔분석〕의, 분석적〔해석적〕인.
㉺-i·cal·ly ɑd. 분해하여, 분석적으로.
evolve [ivάlv/ivɔ́lv] vt.
① (이론·의견·계획 따위를) 서서히 발전〔전개〕시키다, 안출〔개발〕하다; (결론·법칙 따위를) 도출하다,
끄집어내다; (이야기 따위의 줄거리를) 진전시키다

② ᇾ생물ᇿ 진화시키다.
③ (열·빛 등을) 방출하다.
━vi. 서서히 발전〔전개〕하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다; 진화하다《from; out of; into》
┈┈• Man ~d from the ape. 인간은 유인원(類人猿)에서 진화했다.
~·ment n.

전개; 진화; 진전.

con·scious·ness [kάnʃǍsnis/kɔ́n-] n.
① 의식, 자각; 알고 있음, 알아챔
┈┈• lose 〔regain, recover〕 one’s ~ 의식을 잃다〔되찾다〕.
② ᇾ심리학ᇿ 의식, 지각
┈┈• a stream of ~ 의식의 흐름.
réa·son·ing n.

추론, 추리; 논의, 이론; 논법, 추리력; □집합적□ 논거, 증명.

━ɑ. 추리의; 이성이 있는
as·cer·tain [æ̀sǍrtéin] vt.
확인하다; 규명하다, 알아보다
~·ment n.

확인, 탐지.

car·riage [kǽridʒ] n.
① □일반적□ 차, 탈것; 《특히》 마차《자가용 4륜》; 《영국》 (철도의) 객차(《미국》 car); 유모차(=bá
by ~́)
③

운반, 수송

⑤ 몸가짐, 자세; 태도(bearing)
gauge, 《미국》 □특히 전문어로서□ gage [geidʒ] n.
① 표준 치수〔규격〕; (총포의) 내경(內徑), 구경(口徑);
② 계(량)기《우량계·풍속계·압력계 따위》; 자; 줄치는 기구.
③ 판단의 척도, 표준; (평가·계량·검사의) 방법, 수단; 용적, 용량, 넓이, 범위.
④ ᇾ철도ᇿ 게이지, 궤간(軌間); (자동차 따위의) 두 바퀴 사이의 거리;
━(p., pp. ~d; g áug·ing) vt.
① 재다, 측정하다; 평가〔판단〕하다, 표준 치수에 맞추다
♣ get the ~ of …의 의향을 살피다.
♣ take the ~ of …을 재다; …을 평가하다.
grówl·er n.
① 으르렁거리는 사람〔짐승〕, 딱딱거리는 사람, 잔소리꾼.
③ 《영국속어》 한 필의 말이 끄는 구식의 4륜 마차.
brough·am [brúːǍm, bróuǍm] n.
유개마차〔자동차〕의 일종《마부석·운전자석이 차체의 바깥 쪽에 있는 것》.
pe·cú·liar·ly ɑd.
① 특(별)히
② 개인적으로.
③ 기묘하게
tram·ple [trǽmpəl] vt.
① 짓밟다; 밟아 뭉개다
② (감정 따위를) 짓밟다, 무시하다, (사용인 등을) 유린하다
━vi.
① 쿵쿵거리며 걷다; (…을) 짓밟다, 밟아 망치다
② 《비유적》 (감정·정의 따위를) 짓밟다, 유린하다, 학대하다《on, upon; over》
━n.
쿵쿵거리며 걸음〔걷는 소리〕, 짓밟음; 짓밟는 소리.
♣ ~ under 〔down〕 foot
①마구 짓밟다
②무시하다, 업신여기다

slush [slʌʃ] n.
①

진창눈; 진창(길).

② 백연석회(白鉛石灰) 혼합제《기계의 녹이 스는 것을 막음》; 윤활유; 액상의 제지 펄프.
③ 값싼 감상; 푸념, 우는 소리, 넋두리(drivel); 저속한 애정 소설〔영화〕.
④ (배의 조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vt.
윤활유를 바르다; 녹 방지제를 칠하다; 시멘트로 틈을 메우다《in; up》; (갑판 따위를) 물로 닦다.
━vi.
진창을 지나가다〔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다〕《ɑlong》; 물을 끼얹어 점벙점벙 씻다.
ob·lit·er·ate [ǍblítǍrèit] vt.
① (글자 따위를) 지우다, 말살하다(blot out); (시계(視界)에서) 지우다, (덮어) 감추다; 흔적을 없애다
(destroy); 망각하다
② (우표에) 소인을 찍다; ᇾ의학ᇿ …의 흔적을 없애다, 제거하다; (관강(管腔)을) 폐색하다.
noc·tur·nal [nɑktə́ːrnl/nɔk-] ɑ.
① 밤의, 야간의.
② ᇾ동물ᇿ 밤에 나오는〔활동하는〕, 야행성의.
③ ᇾ식물ᇿ 밤에 피는.
━n.
《고어》 (별의 위치로 측정하는) 야간 시각 측정기.
㉺~·ly ɑd. 야간에; 매일 밤.
in·fer·ence [ínfərǍns] n.
① 추리, 추측, 추론;

추정, 결론

┈┈• by ~ 추론에 의해, 추정론으로.
② ᇾ논리학ᇿ 추리
♣ make 〔draw〕 an ~ from …으로부터 추론하다, 단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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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ff [snif] vi.
①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to》; 코를 훌쩍이다
② 코방귀 뀌다《ɑt》
━vt.
① 코로 들이쉬다《in; up》
② …의 냄새를 맡다, …의 냄새를 알아차리다
━n.
① 냄새 맡음; 코로 숨쉬는 소리.
② 퀴퀴한 냄새.
③ 한 번 냄새 맡음〔들이쉼〕
④ 코웃음, 코방귀, 경멸.
ex·clu·sion [iksklúːʒən] n.
제외, 배제, 배척; 거절; 축출; (이민 등에 대한) 입국거부; 제외〔배제〕된 것
♣ to the ~ of …을 제외하도록〔하고, 할 만큼〕.
hy·poth·e·sis [haipάθǍsis/-pɔ́θ-] n. (pl. -ses [-sìːz])
가설(假說), 가정(假定); 전제; 단순한 추측, 억측
unhéard-òf ɑ.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미증유의(unprecedented).
for·ci·ble [fɔ́ːrsǍbəl] ɑ.
① 억지로 시키는, 강제적인.
② 힘찬, 힘 있는, 세찬, 강력한; 유력한, 설득력이 있는(convincing)
ad·min·is·tra·tion [ædmìnǍstréiʃən, Ǎd-] n.
① 관리, 경영, 지배(management); (the ~) □집합적□ 관리 책임자들, 집행부, 경영진
┈┈• the board of ~ 이사회.

② 행정, 통치; 행정〔통치〕 기간〔임기〕
④

(법률 등의) 시행, 집행《of》; (종교 의식·식전 등의) 집행《of》

┈┈• the ~ of justice 법의 집행, 처벌, 처형.
an·nal [ǽnəl] n.
1년간의 기록(의 한 항목).
tox·i·col·o·gy [tὰksikάlǍdʒi/tɔ̀ksikɔ́l-] n.
독물학(毒物學).
㉺-gist n. 독물학자.
in·cline [inkláin] vt.
① 기울이다, 경사지게 하다.
② (몸을) 굽히다; (머리를) 숙이다; (귀를) 기울이다
③ (마음을) 내키게 하다, …할 마음이 일게 하다
━vi.
① 기울다, 기울어지다, 경사지다; 몸을 구부리다, 고개를 숙이다
② …에 가깝다
③ 마음이 쏠리다〔내키다〕, …하고 싶어하다;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per·pe·trate [pə́ːrpǍtrèit] vt.
(나쁜 짓·죄를) 행하다, 범하다
pér·pe·trà·tor [-tǍr] n. 범죄자, 가해자
me·thod·ic, -i·cal [mǍθάdik/miθɔ́d-], [-əl] ɑ.
질서 있는, 조직적인(systematic); 규율 바른, 질서정연한(orderly); 방법론적인
fur·nish [fə́ːrniʃ] vt.
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다, 제공하다, 주다
② …에 (필수품, 특히 가구를) 비치하다, 갖추다, 설비하다
━vi.
가구를 비치하다〔갖추다〕.
♣ ~ out 충분히 준비하다; (필요품을) 공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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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hǽzǍrd] n.
① 위험, 모험; 위험요소; 운에 맡기기; 우연, 운
②

주사위 놀이의 일종;

━vt.
위태롭게 하다, …을 걸다; 운에 맡기고 해보다, 모험하다.
ab·surd [æbsə́ːrd, -zə́ːrd/Ǎb-] ɑ.
① 불합리한; 부조리한; 엉터리없는,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런
② 바보스런, 어리석은
━n.
(the ~) 부조리(한 일); (the A-) (실존주의의) 부조리
ir·re·sist·i·ble [ìrizístǍbəl] ɑ.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억누를 수 없는; 매혹적인; 사랑스러운; 좋든 싫든
jar·v(e)y, -vie [dʒάːrvi] n.
《구어》 (아일랜드의) 2륜마차 마부.
pro·pri·e·tor [prǍpráiǍtǍr] n. (fem. -tress [-tris])
소유자; 경영자; (the ~) 집주인, (여관의) 주인, (학교의) 교주《따위》
fer·ret¹ n.
흰족제비《구서(驅鼠)·토끼 사냥에 이용》; 수색자, 탐정.
━vt.
① 흰족제비로 사냥하다.
② (범인 등을) 찾아내다; 수색하다《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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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mise [sǍrmáiz, sə́ːrmaiz] n. 추측, 추량.

━[sǝrmáiz] vt.
추측〔짐작〕하다; …인가 하고 생각하다
━vi.
추측하다(conjecture, guess).
flaw¹ [flɔː] n.① (성격 등의) 결점, 흠, 결함
② ᇾ법률학ᇿ (법률 절차·문서 등의, 그것을 무효로 하는) 불비, 결함, 하자
③ 금(간 곳), 흠(집) (crack).
━vt., vi.
…에 금가(게 하)다, 흠(집)을 내다; 결딴내다〔나다〕(mar); 무효로 하다(nullify)
par·a·graph [pǽrǍgræ̀f, -grὰːf] n.
① (문장의) 절(節), 항(項), 단락《생략: par(a)., pl. par(a)s.》
② (교정 따위의) 패러그래프〔참조, 단락〕 부호《¶》.
③ (신문의) 단편 기사; 단평《표제가 없는》.
feud¹ [fjuːd] n. (씨족간 등의 여러 대에 걸친 유혈의) 불화, 숙원(宿怨); □일반적□ 싸움, 반목.
━vi. 반목하다; 다투다《with》.
♣ at ~ with …와 불화〔반목〕하여
ap·pre·hend [æ̀prihénd] vt.
① 염려〔우려〕하다
② (붙)잡다, 체포하다.
③ …의 뜻을 파악하다, 이해하다, 감지하다.
━vi.
이해하다; 우려하다.
tes·ti·mo·ni·al [tèstǍmóuniǍl] n.
증명서; 추천장; 상장, 감사장, 표창장; (감사·공로 표창의) 선물, 기념품.
━ɑ.증명서의; 상(賞)의, 감사의.
mi·ser [máizǍr] n.
① 구두쇠, 노랑이, 수전노.
② 《고어》 비참한〔불쌍한〕 사람.
sib·i·late [síbǍlèit] vt.ᇾ음성ᇿ 마찰음화(化)하여 발음하다.
━vi.쉬쉬 소리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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