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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h 시들게 하다 1장

pinched 야윈

scruffiness 칠칠지 못한(사람 욕)

hydrangea 수국

scathingly 냉혹하게 가차없이

amble 천천히 걷다

vandalize  --를 파괴하다

scavenge  --를 찾아다니다

holidaymaker 행락객

baggage-handler 화물계(담당자)

*sordid 더러운 불결한

budgerigar 잉꼬

unsheathe 칼집에서 빼다

give a turn 놀라게 하다

tosh 헛소리

pestilential 성가신 귀찮은

**haunt 단골 장소 ; 자주가다

**plague  --를 괴롭히다 ; 전염병

wilt 시들다

**rash 지각없는 무분별한

galling 짜증나게 하는

*wrought work의 과거(분사) 정교한

have a go 공격하다

*vent 발산하다

**hail 인사하다 환영하다

douse  --에 처넣다

**mantle 망토 덮개

putrid 썩은 부패한

bear down upon 성큼 다가오다

mundane 속세의

stow 물건을 넣다 

*wring (손을) 꽉 쥐다 2장

flay 가죽을 벗기다

crackpot 이상한 미친 것 같은

batch 묶음 다발 ; 한 떼

hell to pay 뒤탈 ; 치러야 할 대가

straggly 헝클어진

*doleful 슬픔에 잠긴 비통한

pixie 작은 요정

effing (속어) fucking 

galumph 쿵쾅거리며 걷다

*mug(v) (강도가) 습격하다

kerfuffle 소동 법석(영국 구어)

*scrupulous 용의주도한 꼼꼼한

well-worn 낡아빠진 진부한

*breach 파손 터진곳

unfurl 펼치다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단어장



burgeon 싹트다

go to the dogs 몰락하다 타락하다

*ruddy 매우 몹시 ; 불그스레한; 진저리나는

resounding 울려퍼지는 울리는

reel 현기증이 나다 비틀거리다

topple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codswallop 실없는 소리 ; 난센스

April Fool 만우절 

forthwith 곧 당장 즉시

*pending  --하는 동안 ; --까지

**peck 부리로 쪼다 쪼아 먹다

lumber(v) 쿵쿵 걷다 

squawk 큰 소리로 투덜거리다

inkling 어렴풋이 알고 있음 ; 암시

*clad 차려입은(clothe 의 p 또는 pp)

fit to burst 매우 힘있게 ; 몹시

snappish 딱딱거리는 ; 성질있는

rant 고함 호통

make it up 꾸며내다 ; 보상하다 ; 화해하다 3장

lethargy 무기력 무감각

stupor 망연자실  무감각

pell-mell 난잡하게 엉망진창으로

*baton 지휘봉 지팡이

*snug 아늑한 편안한

grid 쇠창살

intersperse 흩뿌리다 산재시키다

sickle (작은) 낫

pungent 강하게 자극하는 

*rap 톡톡 두드리다 치다 4장

insubstantial 가공의 비현실적인

cobwebby 거미줄을 친 

candelabra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

peaky 수척해 보이는 ; 뽀족한 봉우리같은

plaque 액자 장식판(벽에 거는)

**landing 층계참 

*dingy 우중충한 음산한

**provision 법률조항 규정 

**tail(v) 미행하다 뒤를 밟다

ornate 화려하게 장식한 

*disconcert 당황케 하다 

dulcet 달콤한 즐거운

bottle up (감정따위를) 억누르다

*abate 줄이다 약하게 하다

**row 말다툼 ; 줄 열, 노를 젓다

off one's rocker 미쳐서 흥분하여

run around with  --랑 어울리다 

snide 가짜인 비열한

far-fetched 억지의 무리한

blood-curdling 간담이 서늘해지는 ; 오싹한



*blanch 희게 되다 표백되다

*abomination 증오 혐오 

*stupendous 놀랄만한 굉장한

overladen 짐을 너무 많이 실은 5장

frisson 떨림 전율

grubby 더러운 구더기가 끓는

droopy 늘어진  풀이죽은

acrid 매운 톡쏘는

*pantry 찬장 식품저장실

bracing 기운나게 하는 

round the twist 정신이 나간 ; 미친

gormless 어리석은 우둔한

rhubarb 대황 

*crook(사람) 사기꾼 ; 굽은 것 갈고리

**lull 달래서 재우다 누그러뜨리다 

replete 가득찬 충만한

uncannily 초인적으로

garble 왜곡하다 윤색하다

mollycoddling 응석받이로 자란 

rumor-monger 소문 퍼뜨리는 사람

vote sb out 투표로 --를 쫓아내다

demote (지위를) 강등시키다

*ado 법석 소동 6장

perpetrate 나쁜짓을 하다

infestation (해충들이) 들끓음

*forefinger 집게손가락 

*premise 점포 ; 부동산 ; 가정 전제

covetous 탐내는 욕심많은

*precarious 불안정한 위태로운

head off 가로막다 저지하다

loincloth 간단히 두른 옷(천조각)

*dogged 고집센 완고한

brat 새끼 꼬마녀석(경멸적)

**spite 악의 미움 심술

*gnaw 갉아먹다 쏠다 물어끊다

disown 의절하다  자기것이 아니라고 하다

brusque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tweezers 족집게 핀셋

snog 애무하다 

abet 부추기다 선동하다

*glean 주워모으다 

snuffbox 코담뱃갑

*redeem (명예물건)회복하다 되찾다 

kipper 훈제연어 절인청어 7장

chink 갈라진 틈 좁은 틈새

run-down 황폐한 ; 기진맥진한

as ever 언제나와 같이 ; 변함없이

*imposing 인상적인 ; 남의 눈을 끄는

graffito 낙서 ; 고대 문자



*inlaid 박아 넣은 아로새겨진

*gild 도금하다 

glum 기운없는 울적한

impale  --를 푹 찌르다 꿰뚫다

rasping 긁는듯한 

grille 창살 격자창

extricate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angle for 얻으려고 하다

prankster 장난치는 사람

disconsolate 애처러운 쓸쓸한 

flummox 당황하게 하다

venue 범행장소

close on heels 바싹 뒤좇아가다

hurtle 돌진하다 ; 부딪히다

pummel 연타하다

sepulchral 묘지와 같은 음산한

unfaltering 결연한 단호한(움찔하지 않는)

tattoo 두드리는 소리(둥둥 똑똑)

*austere 엄숙한 엄격한 8장

*dispense with  --배제하다 없이 지내다

*indulgent 관대한 너그러운

monocle 알이 하나인 안경

forbidding 기분 나쁜 적의가 있는

fidget 안절부절 못하다

corporeal 육체의 유형의

goad 자극하다 선동하다

supercilious 거만한 거드름피우는

let air out of sth  -에서 바람을 빼다

tarradiddle 거짓말

frizzy 곱슬머리의

loftily 고상하게

dumpy 땅딸막한 뭉뚝한

flabby 늘어진 딴딴하지 못한

*fiddle 매만지다 ; 바이올린을 켜다

miscarriage 실패 과오

tot up 합계하다

cock-and-bull 터무니없는 이야기

flagrant 명백한(거짓말등이)

flamboyantly 대담하게

misdemeanour 비행 나쁜행실

**uphold 지지하다 떠받치다

inadvertently 무심코 우연히

puce 암갈색

appraise 평가하다 감정하다 9장

vapid 김빠진 생기가 없는

servility 노예상태 비굴

get away with 잘 해내다 ; 벌을 교묘히 잘 피하다

swing it (영 속어) 잘 해내다 감쪽같이 가로채다

prise off 지레로 억지로 움직이다



suit oneself 니 맘대로 해

cert certified

superimpose 겹쳐놓다 덧붙이다

be all of a dither 벌벌 떨다

unseeingly 멍하니

***figure(사람) 거물 (중요한)인물 저명인사

*dismal 비참한  우울한 

*stationary 정지한 고정된

estrangement 반목 불화 

*varnish 니스칠(을 하다)

cop 잡다 체포하다

bleakly 음침하게 적막하게

outnumbered(pp) 수가 적다 수적으로 열세다

*corpse 시체 송장

unceremoniously 허물없이 버릇없이

do in  --을 죽이다 기진맥진하게 하다 10장

clutter 난장판 소란(하게 하다)

lollop 느릿느릿 걷다

gambol 뛰놀다 뛰어다니다

*sooty 그을은 거무스름한

**span (bridge)걸치다 걸려있다

*consecutive 연속적인

dotty 머리가 돈

stunted 성장을 멈춘 왜소한

rancid 악취가 나는

*manure 비료 거름

do lines 베껴쓰기 벌을 받다

**mirth 명랑 유쾌 웃음

throttle  --의 목을 조르다

audacious 대담한

alias 일명 통칭

*turnip 순무

spoof 익살 속임수

kumquat 금귤

second-best 차선책

undecided(날씨) 비가 오락가락하는

half-hearted 내키지 않는

take to -ing (습관적으로) --하다

racket(n) 떠드는 소리 야단법석 ;라켓

musty 곰팡내 나는 

unfazed 동요하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11장

*convoy 호송하다

**maiden 미혼의 처녀의

pallid 창백한

with bated breath 숨을 죽이고

a figure of speech 비유 과장

honor-bound 명예를 걸고 --할 의무가 있는

branch out 이야기가 지엽으로 흐르다

jarring 삐걱거리는 ; 불협화음의



huffy 화를 잘 내는 

bicker 말다툼하다

tryout 예선(경기)

adept 숙련된

simper 히죽히죽 웃다

hone 연마하다 ; 숫돌에 갈다

trove 귀중한 발견물

amass 축적하다 모으다

stagnate 썩다 탁해지다

*tinker (서투르게) 수선하다

plow on 결의를 다져서 계속하다

glassy-eyed 흐리멍텅한 눈

illuminating 계몽적인 ; 밝게 비추는

waffle 쓸데없는 말을 하다

midget 꼬마 난쟁이

titchy 매우 작은 

steal a look 몰래 쳐다보다

dilapidated 황폐한 파손된

***account 구체적인 설명(서) 이야기

make a meal of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다

come over 형용사 .갑자기 매우 --하게 되다

lose sb's marbles 머리가 이상해지다

go downhill 질이 떨어지다 ; 운이 기울다

inviting 매력적인 느낌이 좋은

*outgoings 비용 유지비 12장

*engross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succintly 간단명료하게

asperity 무뚝뚝함

matery 다정한 친한

**conspicuous 눈에 잘 뜨이는 

long-winded 장광설의 ; 숨이 긴

tantrum 발끈 화내기

come out in boil 온몸에 종기가 나다

off-hand 즉시

drone (낮고 단조롭게) 이야기하다

**scrape(시험) 빠듯한 점수로 합격하다

soporific 졸리는 꾸벅꾸벅조는

disengage 풀려나다 자유로워지다

rub in 괴로운 소리를 계속 되뇌이다

mollified 누그러뜨리다

*drizzle 이슬비 보슬비

*seclude 격리하다 차단하다

catch off guard  --의 허를 찌르다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mortify 억제하다 극복하다

tauten 긴장시키다

moronic 저능아 정신박약아

heavy-handed 솜씨없는 서툰

fiddly 무척 힘드는



*copious 많은

toadstool 독버섯

gouge 둥근끌로 후벼내다

up the wall 몹시 화가 나서

*sagely 현명하게

corked 마개를 한

murky 어두운 음산한

serve sb right 그렇게 되도 싸다(마땅하다)

every few lessons 수업 몇 번마다 한번씩

rebuff 거절하다 저지하다

leather-bound 가죽으로 꾸며진

*sordid 치사한 더러운

*embark 착수하다 ; 배(비행기)에 타다

rectify  --을 바로잡다

torpor 활동불능 무감각

dismissively 오만하게 경멸적으로

fib 사소한 거짓말

*juggle 요술을 부리다 

inkwell 잉크병

**grim 엄격한 모진

*harass 괴롭히다 지치게하다

cane(v) 회초리로 때리다

**brisk(목소리) 날카로운 ; 활발한 기운찬

bite sb's head off 남의 말에 자꾸 대들다 13장

nutcase 미치광이

senile 망령든 고령의

below the belt 잔인한 ; 불공정한

edgily 안절부절 못하는

misshapen 기형의

***admire 감탄하다 감동하다 ; 숭배하다

that's not on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round off 매듭짓다

slur 비방

crack on 진행하다 속행하다

buck-toothed 뻐드렁니

placate 달래다 화해시키다

get my drift? 내 말 알아들었어?

at full tilt 전속력으로 

traipse 어슬렁 걷다

exemplary 모범적인 훌륭한

smudge 오점 얼룩

beeline 최단코스 직선코스

*radish 무(식물)

earlobe 귓볼

flounce (초조하게) 뛰어나가다

bolt down 매우 급하게 먹다

lurid 짙은 붉은 색의 ;야하게 짙은

technicolour 화려한 야한 자극적인

scalpel 외과용 메스



dishevel 머리를 흩뜨리다

to cap it all 설상가상으로 

shiftily 교활하게

cobble 고치다 

**smart(a) 쿡쿡 쑤시는 욱신욱신아픈

on the pretext of  --을 구실로

*fumble 실수하다 ; (어둠)더듬다

bank on 기대를 걸다 의지하다

whiner 엄살쟁이 ; 흐느껴 우는 사람

bleary 분명치 않은 지친

*savor 맛이 나다 ; 풍미 14장

detritus 파편더미 

slink 살금살금 걷다

pterodactyl 익룡

*coax 어르다 달래다

admonitory 훈계의 충고의

dawdle 꾸물거리다

**rake  -을 훑어보다 ; 갈퀴

get one's eye in 눈에 익히다 감을 익히다

guff 허튼 소리 허황된 이야기

*trepass 불법침입(침해)

frame-up 음모 날조 증거조작

reverie 공상

**tackle (일에)달려들다 ; 논쟁하다

*dire 무서운 

*would-be 자칭 

hangers-on 추종자 부하

lunge 돌진하다 ; 찌르다

converge 한 곳에 집중하다

make a pig's ear 망치다 실패하다

catcall 야유(휘파람)

aggrieve 괴롭히다 학대하다

make headway 전진하다 진보하다

up to one's neck 몰두해있다 깊이 빠져있다

flout 비웃다 콧방귀를 뀌다

**gather(that절) 추정하다 추측하다

**tar(v) (명예에) 먹칠을 하다 

ardently 열렬히 열심히

**petty 사소한 하찮은

stigma 오명 불명예

*allusion 암시 

trumped-up 날조된 조작된

***comb(v) 샅샅이 찾다 15장

goings-on 비난받을 만한 행위,소행

formalize 승인하다 공식화하다

prestigious 명성있는 존경받는

**repose (믿음,희망을)걸다 

subversive 전복시키는 

dunce 바보 멍청이



non-committal 애매한 어물쩍거리는

in full flow 한참 --하고 있는 중에

covertly 몰래 은 하게

ethereal 가벼운 우아한

uncharacteristic 특징없는 

eventuality 우발적인 사태

*drawback 결점

*gist 요점 본질

be cross with sb  --에게 화가 나다

invertebrate 무척추의  척추가없는

incantation 주문 마술

be disposed to  --할 마음이 생기다

*fervor 작열 염열

*gutter (불이)꺼지다; 도랑 배수로

fluke 요행 행운

punctuate 그치게 하다 ; 구두점을 찍다

broach (화제를) 끄집어 내다 16장

*bluster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다

play for time 시간을 벌다(끌다)

crick 경련을 일으키다

mite 작은 조각 ; 아주 조금

fly off the handle 화내다 ; 자제심을 잃다

grime 더러움  때

cough up 돈을 마지못해 주다

*plait 땋은 머리 ; 주름

corporeal 물질적인 육체의 

churlish 시골뜨기의 ; 상스러운

*weasel(v) 회피하다 ; 족제비

*fussy 까다로운 예민한

not fussy 상관없다 

foist (지위에) 몰래 앉히다

pipe up 지껄이다 

tartly 신랄하게

chuff  --를 기쁘게 하다

for all that  --에도 불구하고

***catch(n) 고리 걸쇠

chunter 투덜거리다

harp on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imprecation 저주

*beech 너도밤나무 17장

up to date with (일 따위를) 끝내다

**buoy(v) 격려하다 지지하다 ; 뜨게하다

ogle 추파를 던지다

affix 첨부하다

disband 해산하다

klaxon 자동차 경적

repercussion 영향 반사

doodle (딴생각하며) 낙서하다

*overcast 구름으로 덮다 흐리게 하다



imploring 애원 탄원

addle 혼란시키다

congeal 응고시키다 얼리다

hark  --을 듣다

*appalling 섬뜩하게 하는 무서운

insinuation 암시 빗대어말함

***level(v) (비난)을 퍼붓다 ; (총을) 겨누다

syllabus (강연등의) 요강

*probation 근신기간 ; 시험 검정

flurry 질풍 돌풍

*relinquish 포기하다 양도하다

*whoop 야아 하는 외침

help matter 도움이 되다

cross out 줄을 그어 지우다

disparagingly 헐뜯으면서 얕보면서

ostentatious 허세부리는 과시하는

on no account 결코 -- 아니다

caw 까악까악 울다 18장

*raven 까마귀

pellet 작은 알약; 공; 작은 덩어리

all for A A에 대찬성이다

peashooter 콩알탄총

**squarely 정면으로

coop 가두다 감금하다

respite 일시적 중단

*concede 인정하다 시인하다

*gape 입을 크게 벌리다 

lovage 당귀(약초)

*thwart 방해하다

**reckless 분별없는 무모한

befuddle 당황하게 하다

*slack 느슨한

sleep it off 잠을 자서 술이 깨게 하다

hailstone 우박 싸락눈

stumble across 우연히 만나다

tome 커다란 책 학술서적

outsmart 한수위다 앞지르다

bizarre 이상한 기묘한

shoddy 조잡한 가짜의

erratic 엉뚱한

leading up to  --에 이르게 된 ; --로 이어진

*partisan 열성적인; 당파심이 강한

on form 컨디션이 좋은 19장

**sap(v) 활력을 없애다 ; 수액을 짜내다

in the bag (성공등이)확실하여

**mental 정신병의 ; 마음의

dreg 찌끼  앙금

**procure 손에 넣다

**vicinity 근처 부근



back to front 거꾸로 뒤바꾸어

butterflies 초조 안달

**lap(운동장) 한바퀴 ; 일주 ; 구획

*bin(속어) 정신병원 ; 쓰레기통

thug 자객 흉악범

scoot 뛰어나가다 돌진하다

pug 진흙  점토

edge of 감정욕구 강렬함 격렬함

*ludicrous 익살맞은 우스운

neck and neck 비등하게 엇비슷하게

sour grapes 오기 ; 지기 싫어하기

hovel 오두막

leer 곁눈질하다

berate 호되게 꾸짖다

*sanction 상벌 처벌  제재 구속

*cackle 깔깔웃다

lockjaw 아관긴급 개구장애

*infringement 위반 침해

wind sb up  --를 긴장(흥분)시키다

haversack 배낭 ; 식량자루 20장

unobscrured 뚜렷한 ; 은폐되지 않은

cagily 주의깊게 

put sb's back up 화나게 하다(고양이)

**ridge 산마루 산등성이

*avalanche 눈사태 

imperturbably 침착하게

squabble 언쟁 말다툼

squeamish 메스꺼운 

gully 작은 협곡

be raring to do  --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be bound to 반드시 --하다 

ingratiating 비위를 맞추는

get through to sb 이해시키다 납득시키다

toboggan 눈썰매타다 21장

teem 충만하다 풍부히 있다

*carcass 짐승의 시체

*valiantly 용감한 뛰어난

intimidate 위협하다 협박하다

dimwit 멍청이 바보

onerous 성가신 번거로운

snot-rag 싫은 녀석

**fret 초조해하다

**mar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at loggerhead 언쟁하여 싸움하여

bauble 싸구려 시시한것

bite back 하고싶은 말을 참다

*retort 반박 ; 보복

*tingling 따끔따끔거리는

hilarity 즐거움 환희



*disregard 무시하다 경시하다

raucous 목쉰 소리의

*peal 떠들썩한 소리

jubilation 환희 환호

loo 변소 화장실

work out 이해하다 계산하다 운동하다

*vista 전망 ; 경치

*ember 타다 남은것 

*aggravate 악화시키다

grouchy 시무룩한 

***master(v) 억누르다 참다; 지배하다

sedately 조용하게 침착하게 22장

ringlet 고수머리(곱슬한 양머리)

*renown 명성

whey-faced 창백한 얼굴

uptake 이해력 ;섭취

plumed 깃털로 장식된

corpulent 살찐

dereliction 유기 태만

gimlet 날카로운 ;송곳

birch 자작나무

may well 아마 --일 것이다 ; 당연하다

unbidden 명령(요구) 받지 않은

*whiff 한번 휙 붐(향기 연기)

mulish 고집센 나귀같은

wick 심지(양초)

mutinous 반항의 폭동의

*wan 파리한 안색이 나쁜

preamble 서론 머리말

aftermath 여파 영향

riotously 폭동의 떠들썩한

*gadget 도구 장치 부속품

shoulder blade 견갑골

sport(medicine) 돌연변이를 일으키다

gruesome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predicament 곤경 궁지

*hobble 절름거리다

*prance 껑충거리며 걷다

soapsud 비누거품

get off(blame) 벌받지 않고 지나가다

*taint 병독 감염 ; 얼룩 23장

dolt 바보 멍청이

*impertinent 건방진 뻔뻔한

nettle 신경질나게 하다 ; 쐐기풀

*infernal 지독한 터무니없는

puffed-up 자만심이 강한

popinjay 우쭐대는 수다쟁이

hard-done-by 냉대를 받아 화가나서

*thrash 뒹굴다 몸부림치다



*presumably 아마 추측컨대

**den 굴  소굴

*jumble 뒤범벅 뒤죽박죽

**purge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

magpie 까치

pockmark 마마자국 얽은얼굴

visage 얼굴 용모

tinsel 금속조각 반짝이

precocious 조숙한 

personal effect 개인 소지품(의복 화장도구)

disjointed 삐뚤삐뚤한 ; 관절을 삔

*proffer 내놓다 

transpire 증발하다 배출하다 24장

docilely 가르치기 쉬운 다루기 쉬운

taciturn 말없는

noxious 유해한 유독한

waspish 톡 쏘는 듯한(말투) 

delegate 위임하다

remedial 보충수업의 ; 치료상의

bounce off sbsth  --에 맞고 튀어 나오다

square up to sb  --에게 싸울 자세를 취하다

lapdog 애완용 작은개

jaunt 산책 소풍

cast-iron 융통성 없는

hidey-hole 은신처 잠복장소

mackintosh 방수코트

dabble in 잠깐(조금) 해보다

goad  --을 자극하다

incumbent 의무가 있는

foolhardy 무모한

mitten 벙어리장갑

chivvy 뒤쫓다

jug-eared 돌출한 귀가 달린

*oblivion 망각

*twitter 지저귀다 

enthral 마음을 사로잡다

nutty 미치광이  머리가 돈

overtake 추월하다 따라잡다

hairpin U자형 도로진입로

*hedgerow 울타리 관목

viaduct 육교

*flat 아파트 ; 바닥, 층

trepidation 전율 공포

*dismal 음울한 우울한

bouncy 활기 있는 쾌활한

delve 탐구하다 연구하다

*forge 대장간 용광로

incursion 침입 습격

get to the bottom 철저하게 조사하다



gossamer 거미줄같은

weal 채찍자국

*detach 떼다 분리시키다

wallow 뒹굴다 

stand no chance 승산이 없다

on all fours 네 발로 기어서 

ream 대량

second-rater 2급 사람 ; 열등아

*chide 꾸짖다 잔소리하다

foray 침략 ; 낯선분야로 진출

*insolent 거만한 거드름피우는 25장

disdainful 경멸적인 오만한

*vestige 자취 흔적

incapacitate 무능력하게 하다 

rallying point 회복의 계기

swell the ranks  --의 대열에 가담하다

yolk 노른자위

demise 사망

convalescent 병이 차츰 나아지는 회복기의

*snare 덫 올가미

throttle 목을 조르다

*seedling 묘목

*expound 상세히 설명하다

*oust  --를 내좇다

on the line (목숨 돈을) 걸려 있다

fluctuate 변화 동요

**aerial 안테나

***date(v) 날짜를 추정하다 

*plight 곤경 궁지

*frill 주름장식

confetti 색종이 조각

*canvass 토론하다 ; 의뢰하다 

slurp 철썩거리는 소리

fount 샘(물)

glacial 빙하의 얼음의

slosh 흙탕물을 튀기다

twist round 몸을 돌리다

lank 머리털이 곱슬하지 않은 ; 여윈

distraught distracted

stand by 지지하다 원조하다 고수하다

rapturous 기뻐 날뛰는 

chip into (논쟁등에) 끼어들다 참견하다

rhubarb 대황 26장

close-run 근소한 차로 이긴

gusto 기쁨 즐거움 활기

*plausible 그럴듯한 정말같은

doggy-paddle 개헤엄

*languid 활기없는 맥없는

*jockey 책략을 쓰다 속여 취하다



incandescent 열이 나는  빛나는 백열등의

*nip(v) 재빨리 움직이다 ; 꼬집다

*bombard 포격하다 질문을 퍼붓다

*browse(v) 여기저기 구경하다

umpteenth 몇번째인지 셀 수 없을 만큼

bit(v) 재갈을 물리다

off-chance 행여나 하고 ; 요행

on tenterhook 애가 타서 걱정되서

*sloppy 부주의한

buck(v) 날뛰다(말이 짐을 떨어뜨리려고)

fire up 발끈하다 격분하다

fall apart 산산조각나다 심리적으로 동요하다

callously 무정하게

paroxysm (감정행동의)폭발

up to scratch 표준에 달해서 ;기대한대로의

daffodil 나팔수선화 27장

honk 경적소리(를 울리다)

**shaft 한줄기 광선(빛) ; 자루손잡이

dappled 얼룩진 

blinker(v) 눈가리개하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다

*fetter 족쇄 구속하다

foolproof 절대로 확실한 

squally 폭풍우가 일것 같은

double back 되돌아가다  역방향으로 가다

on a roll 계속 이겨서, 순조롭게

*otter 수달

gambol 뛰놀다 장난하다

niche 벽감 ; 틈새시장

bespectacled 안경을 낀

sham  --인체 하다 ; 가짜 모조물

close-set 한데 몰린

pustules 농포 부스럼

take up the story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blatant 뻔뻔스러운 ; 빤한

cut a deal with  --와 거래하다 계약하다

manhandle 거칠게 다루다 

destabilise (정부정권)을 약화시키다 

hit a snag 난관(장애)에 부딪히다

scuffle 난투하다 싸우다

awry 잘못되어 뒤틀려서 28장

*besiege 포위하다 둘러싸다

dock(v) 삭감하다 깍다

bluff(v) 허세부리다 

scud 바람을 받고 달리다

padlock 맹꽁이 자물쇠로 잠그다

complacently 만족스러운듯이

pandemonium 지옥 대혼란

Catherine wheel 바퀴무늬 회전불꽃 

fizzle 약하게 슈욱하고 소리내다



pyrotechnical 폭죽의 불꽃의

soppy 눈물이 많은 ; 함빡 젖은

*summons 소환 호출

*soot 검댕 매연

from scratch 무에서부터  출발점부터

limbo 천당과 지옥사이

twitchy 들뜬 침착하지 못한

lounge in chair 느긋이 기대 앉다

scuff 발을 바닥에 문지르다

embellish 장식하다 꾸미다

*angular(body) 뼈가 앙상한 말라빠진

*froth 거품  거품을 뿜다

**deliberate(v) 숙고하다 검토하다

*conceited 자만심이 강한

aspersion 중상 비난 29장

forerunner 선구자 선발주자

make a case for  -가 정당함을 주장하다

unchalleged 의심할 바 없는 도전받지 않는

**underline(v) 강조하다 ; 밑줄긋다

liaise 연락을 하다

frisk 몸수색 가택수색

obtuse 무딘 둔한

*mitigate 누그러뜨리다

stoke 불을 지피다

be unequal to ing  --을 감당할 수 없다

**reckon(v) 세다 계산하다

undeterred 꺽이지 않은  저지당하지 않은

*dire 무서운 긴박한

*vehement 열정적인 맹렬한

stringent 엄한 가혹한

*demeanour 태도 행동 품행

A give place to B A가 B로 바뀌다

*vouch 보증하다

*rave 헛소리하다

frolick 까불다 장난치다

oddball 별난 

at the height of 한창인 ; 절정기의

get carried away 흥분하다 

lay off 해고하다 ; 남괴롭히기 그만두다

have the gut to V  --할 용기가 있다

take~lying down 가만히 모욕을 당하다

discompose 어지럽히다 교란하다

falg 판석을 깔다

a belled hat 방울달린 모자

punt 배로 나르다 30장

vying 경쟁하는 겨루는

snout 코 주둥이 돌출부

miscreant 고약한 악당

*swoon 기절하다



in droves 떼지어

upend 거꾸로 세우다

*sojourn 체류하다 묵다

*scamper 깡충거리다

*revert (원래이야기로) 되돌아가다

*saturate 스며들다 가득차다

**elaborate(V) 상세히 설명하다 ; 정성들인

livid(feeling) 격노한 화난 ; 흙빛의 창백한

bramble 검은 딸기

lair 짐승의 굴(집)

half-brother 아버지(어머니)가 다른 형제

take up with  --과 친해지다 교제하다

runty 발육불량의

bracken 고사리

agility 민첩 경쾌

buffoon 광대 익살꾼

*smock 작업복

**gum 눈꼽 ; 고무 점성물질

*deluge 어닥치다 쇄도하다

testily 성미 급하게

*delude 현혹하다 속이다

quiver(n) 화살통 ; 떨림 진동

*servitude 노예상태 노역

peddle 팔고 다니다 행상하다

foal 말의 새끼

*forfeit  --을 잃다

lintel 위쪽 가로대

**strain 노래가락 ; 긴장 불안

wilt 시들다 31장

forefinger 집게 손가락

*revision 복습 ; 개정 교정

reimburse  --을 갚다(빚)

take the edge off (식욕 토론)의 기세를 약화시키다

double door 양쪽으로 여닫는 문

deferentially 경의를 표하며 공손하게

pince-nez 코안경

**submerge  --을 물에 잠기게 하다

desultory 산만한 종잡을 수 없는

round off 마무리짓다 매끈하게 하다

fiasco 대실패 완패

mix up 혼동하다 잘못알다; 관련되다

*parapet 난간

swipe 강타 맹타

hourglass 모래시계

*breach 불화

torpid 마비된 무감각한

cathedral-sized 대성당 크기의

gibber 더듬거리다 32장

irascible 성마른 화를 잘내는



despicable 비열한 야비한

*buffet(v) 때리다 (역경과) 싸우다

chip in 돈을 기부하다

**recess(place) 구석 후미진곳 ; 휴식 휴가

**bust 흉상 반신상 ; (여성)가슴

garish 번쩍번쩍하는

bask in sunshine 햇볕을 쬐다

pinion 묶다 속박하다

*ironic 비꼬는 빈정대는

inscrutable 헤아릴 수 없는

minion 앞잡이

resurgence 소생 부활

exultant 크게 기뻐하는

oaf 기형아 멍청이 33장

**plunge(horse) 뒷다리를 쳐들면서 뛰다

dun-colored 암갈색의

neigh 말의 울다

sludge 진흙  점토

insurmountable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bogy 요괴 도깨비

**saddle (말)안장 34장

obligingly 자상하게 기꺼이

*rump 궁둥이 엉덩이

skip(n) 운반용 대형 바구니

forage 사료(찾아 다니다) 약탈하다

scrap 음식 찌꺼기 작은조각 ; 스크랩

sinuously 꾸불꾸불하게

at close quarters 근접하여 ; 백병전으로

tier (관람석의) 열 줄 층 단

dais 높은 자리   연단

**warrant 보증하다 정당화하다

*towering 우뚝 솟은  매우 높은

bedraggle 흠뻑 젖게 하다

skulk 숨다 남의 눈을 피하다

spun-glass 유리섬유 35장

**jest 농담 익살

besmirch  --을 더럽히다

*vie 겨루다 경쟁하다

*bawl 크게 외치다

erstwhile 옛날의 이전의

gritty 모래투성이의 껄끄러운

shard 도자기 파편

*seer 예언자 천리안

*stubble(head) 짧은 머리 ; 그루터기

retract 움츠리다 ; 철회하다 

pate 머리  정수리

light-headed 현기증나는 ; 경솔한

disgorge  --을 쏟아내다

*gaudy 화려한 눈부신



innards 내장 창자 

transported 무아지경인 넋을 잃은

windpipe 기관지 숨통

**articulate 똑똑히 발음하다

fray(n) 싸움 언쟁 ; 닳게 하다

*stupendous 굉장히 큰  거대한

*flounder 몸부림치다

jangle 딸랑딸랑 울리다 36장

a score of 20명(개)의 ; 여러명의

gouge 홈을 파다

snivel 울먹이다 훌쩍거리다

irk 지치게 하다 진저리나게 하다

gong-like 징같은

cocoon 누에고치 ; 피막

irretrievable 돌이킬 수 없는 37장

*detached 초연한 공평한 ; 떨어진

be close to be likely to

cog 큰 조직속의 하찮은 일원

***age(man) 노인 늙은이 ; 나이 수명 세월

hallmark 검증 각인 특징

dwell on 꾸물거리다 ; 숙고하다 설명하다

cryptic 수수께끼같은 숨은 비 의

bowels(pl) 내부 중심부 ; 창자

**acute 날카로운(칼날, 지능) 급성의

*vanquish  --에게 이기다

surrogate 대리인 

**defense(law) 변명 변호 항변 ; 방어 방위

acquit oneself 행동하다 처신하다

assiduously 헌신적으로

chirrup 짹짹 울다

gossamer 거미집  얇고 가벼운

**thrice 세 번  3회

to one's cost  --의 대가를 치르고

clientele 단골

dredge (사실을) 캐내다 되찾다

*averse 반대하여 싫어하여 38장

**style(v) 부르다 이름짓다

turnaround 180도 방향전환

in a trice 순식간에

welt 매질자국 상처

copious 많은

*oblivious 잘 잊어버리는  

unction 연고 바르는 기름

*slander 중상 비난

unscathed 상처입지 않은

unhampered 방해받지 않은 자유로운

bowl over 넘어뜨리다(굴려서)

live with oneself 자존심을 유지하다

remonstrance 훈계 충고 타이름



pell-mell 엉망진창으로 허겁지겁

cut it fine 아슬아슬하게 시간(돈)을 맞추다

desist 그만두다 단념하다

discomfit 좌절(당황)하게 하다

unwitting 부지중의  고의가 아닌

**stage(v) 계획하다 무대를 설치하다

croon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다

tweak 홱 당김

snippet 조각 단편

**feat 위업 공적

*extravagant 터무니없는 돈을 함부로 쓰는

kindred spirit 마음이 맞는 사람

숙어정리

may as well be hanged
for a dragon as for an egg

이왕 하려면 철저히 하는 게 좋다

bounce on the balls of one's feet 발을 동동구르다

sob one's heart out 목놓아 울다 가슴 터지도록 울다

take the mickey out of a person  --를 놀리다 웃음거리로 만들다

on your own head be it 일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져

have(keep) one's eyes peeled 눈을 뜨고 경계하다 방심하지 않다

turn runes on their heads
to make people think about something
in the opposite way to the way it was originally intended:

jump down a person's throat 갑자기 버럭 화내듯 말하다

keep one's nose to the grindstone 뼈빠지게 공부(일)하다

keep one's pecker up 비록 힘들어도 기운을 차리다

the coast is clear 위험은 사라졌다. 안전하다

throw caution to the winds 대담한 행동을 하다

have got enough on one's plate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make a long business of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breathe down a person's neck 따라다니며 감시하다

wear one's heart on one's sleeve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다

lay(put) one's life on the line 목숨을 걸고 하다 죽음을 무릎쓰다

get a grip on yourself 진정해   정신차려

in close proximity to  --에 근접하여

be up to one's eyes in something  -- 하는 데 바쁘다(열중하다)

vent one's spleen on person  --에게 화풀이를 하다

have person round for dinner 저녁식사에 --를 초대하다

do oneself justice on --  --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다

part company with  --와 헤어지다 절교하다



� 정식� 출간된�영어�원서별�단어장,� 「원서�읽는�단어장�시리즈」를�만나보세요!

 
▶�책�보러�가기� (클릭)� ◀

「원서�읽는�단어장」� 시리즈는...
영어원서�독자들이�보다�쉽고�재미있게�원서를�읽을�수�있도록� 도와주는,�원서�읽기의�최고의�친구입니다!

▶�원서에�나온�어휘들�완벽�정리! ▶� Comprehension� Quiz와� 다양한� Activity!

�원서�읽는�단어장�수익금의�일부는�불우한�환경의�어린이들에게�영어�도서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월드비전�가정�개발�사업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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