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es 영어 원서 단어장
제작: 이수영 (스피드 리딩 저자), 스피드 리딩 카페 (http://cafe.naver.com/readingtc)

Holes
- 미국의 인기 작가 Louis Sachar의 책
- 1999년 뉴베리상(Newbery Medal Winner) 등 많은 상을 받은 책
- 독특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리딩 레벨 - 4b
- 이 책의 리딩 레벨은 4b 로 원어민 초등학생 4학년 수준입니다.
- 토익 7~800 점의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진 분께 권합니다.
- 233Page, 총 47079단어로 분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 영화화 된 책: 영화를 보고 -> 원서를 읽으세요! 훨씬 수월하게 읽힙니다.

단어장 사용법 : 단어 점검 → 원서 리딩 → 단어 복습
1. 단어장을 이용, 그날 읽을 챕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훑어본다.
2. 원서를 읽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단어들의 Usage를 익힌다.)
3. 리뷰와 함께 그날의 단어를 복습한다.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피드 리딩> 책과 카페를 참고하세요!

함께 영어 원서를 읽는, 스피드 리딩 카페: http://cafe.naver.com/readingtc
다른 영어 원서들의 단어장도 만나보세요: http://readingtc.com/voca/
Chapter 1
wasteland [weistlænd]
́
̀

n. 황무지, 불모지

shrivel [ʃríːv-əl]

vi, vt. 주름(살)지다. 줄어들다(주름살지게하다)

hover [hʌ́vər]

v. 하늘을 떠다니다, 비상하다, 맴돌다

hammock [hæm
́ ək]

n. 해먹(달아매는 그물 침대)

rattlesnake [rætlsneik]
́
̀

n. [동물] 방울뱀

scorpion [skɔ́ːrpiən]

n. [동물] 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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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cuff [-k
́ ʌ̀f]

n. (보통 pl.) 수갑, 쇠고랑

stifling [staifliŋ]
́

a. 숨 막힐 듯한,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한

tease [tiːz]

vt. 괴롭히다, 곯리다, 집적거리다, 희롱하다, 놀리다

cruel [kruː
́ əl]

a. 잔혹한, 무자비한

convict [kənvíkt]

vt. …에게 유죄를 입증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descendant [disend
́ ənt]

n. 자손, 후예

gruff [grʌf]

a. 난폭한, 퉁명스러운, 우락부락한, 거친 ㉺∼ly ―ad.

perseverance [pəːrsiviŕ əns] n. 인내(력), 참을성
neglect [niglekt]
́

v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경시하다, 간과하다; 게을리 하다, 소홀히 하다;
n. 태만, 소홀, 무시, 등한시, 경시

stagecoach [steid
́ ʒkout
̀ ʃ]

n. 역마차, 승합 마차

strand [strænd]

n. 꼰 줄, 꼰 밧줄

grunt [grʌnt]

v. (돼지 따위가) 꿀꿀거리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으르렁거리며 말하다
Chapter 4

daze [deiz]

v. 멍하게 하다, 아찔하게 하다; 현혹시키다, 눈부시게 하다; n. 멍한 상태

barren [bæŕ ən]

a. 불모의, 메마른

desolate [deś əlit]

a. 황폐한, 인기척이 없는, 적막한; 고독한, 쓸쓸한; vt. 황폐시키다

violation [vaì əleí ʃən]

n. 위반, 위배; 방해, 침해

premise [premis]
́

n. [논리] 전제(前提)

burlap [bə́ːrlæp]

n. 올이 굵은 삼베(포장용·부대용); (the burlap) (미국속어) 잠자리

wiggle [wíg-əl]

vt. (구어) (몸 등을)뒤흔들다, 흔들다; vi.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canteen [kæntíːn]

n. (군대의) 반합, 수통; 휴대 식기

holster [houlst
́
ər]

n., vt. 권총용 가죽 케이스(에 넣다)

buzzard [bʌ́zərd]

n. [조류] 말똥가리, (미국) 대머리수리; (미국속어) 멍청이, 얼간이
Chapter 5

count on

의지하다, 기대하다 (e.g. I count on you to help.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pat [pæt]

v. 가볍게 두드리다, 치다; n. 가볍게 두드리기

compound [kəmpaund]
́

vt. 합성하다, 조합하다, 만들어내다; n. 합성물, 화합물

weary [wíəri]

a. 피로한, 지친, 싫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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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ily [wí-ərili]

ad. 피곤하게, 지치게, 녹초가 되게

dripping [drípiŋ]

n. (pl.) 똑똑 떨어짐, 물방울; a. 똑똑 떨어지는, 흠뻑 젖은

barf [bɑːrf]

vi. (미국속어) 토하다

cot [kɑt / kɔt]

① (미국) 간이침대, 보조 침대; ② (양·비둘기 등의) 집, 우리

crate [kreit]

n. 나무 상자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n. 더미, 퇴적, 쌓아 올림

magnet [mægnit]
́

n. 자석, 자철, 마그넷

armpit [ɑ́ːrmpìt]

n. 겨드랑이

zigzag [zígzæg]
̀

a. 지그재그의, Z자형의

saliva [səlaiv
́ ə]

n. 침, 타액

sanitary [sæniteri]
́

a. 위생(상)의

whirl [hwəːrl]

vt. 빙글빙글 돌리다, 소용돌이치게 하다; vi. 빙빙 돌다, 회전하다; n. 회전, 선회

grab a person by the collar
spigot [spígət]

남의 멱살을 잡다, 남을 추궁하다
(e.g. He grabbed me by the collar. 그는 내 멱살을 그러잡았다.)
n. (수도·통 등의) 마개, 주둥이,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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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city [skɛ́əːrsəti]

n. 부족, 결핍; 기근, 식량 부족

knob [nɔb]

n. 손잡이, 쥐는 곳; 혹, 마디; (깃대 따위의) 둥근 장식

suds [sʌdz]

n. 비눗물, 비누거품

testify [test
́ əfai]
̀

v.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언하다

torment [tɔ́ːrment]

n. 고통, 고뇌; vi. 고문하다, 괴롭히다
① ~을 선택하다, 고르다

pick on

② (구어)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e.g. He is always trying to pick on me.
그는 늘 나를 괴롭혀요.)

retrieve [ritríːv]

vt. 되찾다, 회수하다; 구하다, 구출하다; 만회하다, 회복하다

seemingly [síːmiŋli]

ad. 보기엔, 외관상;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coincidence [kouínsədəns]

n. (우연의) 일치, 부합; 동시에 일어남

humiliating [hjuːmilieitiŋ]
́ ̀

a. 면목 없는, 굴욕적인

auction [ɔ́ːkʃən]

n. 경매, 공매

despicable [despik
́
əbəl]

a. 야비한, 비열한

souvenir [sùːvəníəːr]

n. 기념품

vacancy [veik
́ ənsi]

n. 공허, 빔, 공(空); 빈터, 빈방; 공석,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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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 [dent]

vt. 움푹 들어가게 하다; 손상시키다, 약화시키다.

shaft [ʃæft]

n. (창·망치 따위의) 자루, 손잡이

rattle [rætl]
́

① v. 덜걱덜걱 소리 나다, 덜걱 거리며 움직이다;
② vi. (구어) 흥분시키다, 놀라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defective [difektiv]
́

a. 결함(결점)이 있는, 불완전한

lukewarm [lúːkwɔ̀ːrm]

a.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열의가 없는, 냉담한

pint [paint]

n. 파인트 (액량의 단위; =1∕2 quart, 4 gills; 미국 0.473ℓ; 영국 0.568ℓ)

carton [kɑ́ːrtən]

n. 큰 상자, (운송용) 판지 상자

shed [ʃed]

n. 헛간, 창고

build one's character

덕성을 기르다, 인격을 도야하다

crack [kræk]
pry [prai]

n. (돌연한) 날카로운 소리, 탕, 지끈, 우지직; 갈라진 금, 틈;
vt. 금가게 하다, 지끈 깨다; vi. 찰깍하며 깨지다
① vi. 엿보다(peep), 동정을 살피다;
② vt. 지레로 들어 올리다, 파내다; n. 지레

perimeter [pərímitər]

n. 둘레, 주계(周界), 주변(의 길이); (일정 지역의) 경계선

blister [blístər]

n. 물집, 수포; 부풀음; (구어) 싫은 녀석; v. 물집이 생기다, 불에 데어 부풀다

puffy [pʌ́fi]

a. 부푼, 팽창된; 자만하는, 허풍떠는; 숨이 가쁜, 헐떡이는

confess [kənfes]
́

vt. 자백하다, 자인하다

flowerpot [flau
́ ərpɑ̀t]

n. 화분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delicate [delikit]
́

a. 섬세한; 미묘한; 민감한; 허약한, 가냘픈

shallow [ʃælou]
́

n. (종종 pl.) 얕은 곳, 여울

forlorn [fəːrlɔ́ːrn]

a. 버려진, 버림받은; 고독한, 쓸쓸한

sow [sou]

① vt. (씨를)뿌리다; ② n. 암퇘지

runt [rʌnt]

n. 작은 동물

suckle [sʌ́kəl]

vt. 젖을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

eternity [itə́ːrnəti]

n. 영원, 무궁; 불사, 불멸; 영원성

trail [treil]

n. 자국, 발자국; 뒤로 길게 늘어진 것, 꼬리;
vt. 끌다, 질질 끌며 가다; 뒤를 밟다, 추적하다

deftly [deftli]
́

ad. 솜씨 좋게, 교묘히

excavate [eksk
́
əveit]
̀

vt. (굴·구멍을) 파다, 굴착하다

snout [snaut]

n. (돼지·개·악어 등의) 삐죽한 코, 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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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osterous [pripɑ́stərəs]

a. 앞뒤가 뒤바뀐; 터무니없는, 상식을(도리를) 벗어난

expel [ikspel]
́

vt. 쫓아내다, 물리치다

golly [gɑ́li]

int. (구어) 저런, 어머나, 아이고 (놀람·감탄 따위를 나타냄)

baloney [bəlouni]
́

n. (미국속어) 실없는 소리, 허튼 수작

drawdle [drɔ́ːdl]

v. 빈둥거리다, 꾸물거리다, (시간을) 부질없이 보내다

soak [souk]

v. 젖다, 잠기다, 흠뻑 젖다; 스미다, 빨아들이다

expanse [ikspæns]
́

n. (바다·대지 등의) 광활한 공간, 넓디넓은 장소(구역)

stagger [stæg
́ əːr]

vi.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흔들리게 하다, 주저하게하다

wharf [hwɔːːrf]

n. 부두, 선창(pier)

pier [piər]

n. 부두, 잔교(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방파제

steep [stiːp]

a. 가파른, 험한

clod [klɑd]

n. 흙덩어리; 흙

frizzy [frizi]
́

a. 컬한 머리의(curly)

stain [stein]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n. 얼룩, 오점

lullaby [lʌ́ləbai]
̀

n. 자장가

barn [bɑːrn]

n. (농가의) 헛간, 광

sparkle [spɑ́ːrk-əl]

vi. 불꽃을 튀기다, 번쩍이다, 번득이다; n. 불꽃, 번쩍임

grimace [gríməs]

n. 얼굴을 찡그림, 찡그린 얼굴

nonetheless [nʌ̀nðəles]
́

a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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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y [prei]

n. 먹이; 희생양

cactus [kækt
́ əs]

n. [식물] 선인장

thorn [ɵɔːrn]

n. (식물의) 가시
Chapter 9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하수(시설);
v. ~에서 배수하다. ~에서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evaporate [ivæp
́ əreit]
̀

v. 증발하다; 사라지다, 소산하다

rec room

오락실(recreation room)

wreck [rek]

v. 파괴하다, 부수다, 난파시키다; n.난파 , 파선, 조난

sprawl [sprɔːl]

vi. 손발을 쭉 뻗다, 큰대자로 드러눕다

lump [lʌmp]

n. 덩어리, 한 조각; [구어] 땅딸보; 멍청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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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h [kautʃ]

n. 긴 의자, 침상, (기댈 수 있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소파

vinyl [vainl]
́

n. [화학] 비닐; a. 비닐제의

upholstery [ʌphoulst
́
əri]

n. 가구류(의자·융단·커튼 따위); 실내 장식품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n. 신음 소리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n. 어깨를 으쓱하기
Chapter 10

fossilize [fɑ́səlaiz]
̀

v. 화석화하다, 화석이 되다

bulge [bʌldʒ]

vi.,vt. 부풀다. 불룩해지다. 튀어나오다. 부풀리다
Chapter 11

pig latin

피그 라틴: 어두의 자음(군)을 어미로 돌리고 거기에 ay[ei]를 덧붙이는 일종의
어린이 은어. (rex -> xray)

stand a chance

승산이 있다

not stand a chance

승산이 없다
Chapter 12

plop [plɔp]

n. 풍덩, 쿵, 퐁당(소리); 풍덩(떨어짐)

veterinarian [vet̀ ərənɛ́əriən]

n. 수의사

appropriate [əproupriit]
́

a. 적당한, 적절한; vt. 충당하다, 사적인 일에 쓰다
망령의 갈 길을 밝혀주기 위한 등(燈)이란 이름에서 유래된 호박등.
큰 호박의 속을 도려낸 뒤 도
깨비의 얼굴을 새기고, 양초를

a jack-o'-lantern

넣어 도깨비 눈이 반짝이는 것
처럼 보이도록 만들며 할로윈
데이에 사용함.

glare [glɛər]

n 번쩍이는 빛, 섬광; v. 번쩍번쩍 빛나다, 눈부시게 빛나다
Chapter 13

squint [skwint]

a. 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
다(at); n. 곁눈질, 사팔눈

sift [sift]

vt. 체로 치다, 체질하다; 가려내다, 거르다

metallic [mətælik]
́

a. 금속의, 금속성의

etch [etʃ]

vt. …에 식각(약물을 써서 유리나 금속 따위에 조각함)하다; 선명하게 그리다 ,
마음에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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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ing [píərsiŋ]

a. 꿰뚫는, 꿰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drift [drift]

v. 표류하다, 떠돌다, 바람에 날려 쌓이다.

stud [stʌd]

n. 못, 장식 못; vt. …에 장식 단추를 달다, 장식 못을 박다

turquoise [tə́ːrkwɔiz]

n. [광물] 터키석(石); 청록색

freckle [frekl]
́

n. 주근깨, 반점

swish [swiʃ]

v. 휙 소리를 내다, 휙 움직이다, 휙 지나가다; n. 휙휙(날개·채찍 따위의 소리)

authority [əɵɔ́ːriti]

n. 권위, 권력, 위신
Chapter 15

pitchfork [-f́ ɔ̀ːrk]

n. 건초용 포크, 갈퀴; vt. (포크, 갈퀴 따위로) 긁어 올리다, 갑자기 밀어 넣다

wheelbarrow [hwíːlbærou]
̀

n. 외바퀴 손수레(일륜차); vt. 외바퀴 손수레로 운반하다

paranoid [pæŕ ənɔ̀id]

a. 편집증의; 피해망상의
Chapter 16

busted [bʌ́stid]

a. 부서진; 파산한; 강등당한; (속어) 체포된

bust [bʌst]

① v. 파열하다, 깨다, 분할하다; 파산하다; n. 실패, 파산; ; ② 흉상(胸像), 반신상

lid [lid]

n. 뚜껑; vt. 뚜껑을 덮다, 씌우다

presumably [prizuː
́ mbli]

ad. 아마(probably), 생각건대

landlord [lændl
́ ɔ̀ːrd]

n. 지주, 집주인

evict [ivíkt]

vt. [법률] (가옥·토지에서) 퇴거시키다, 쫓아내다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

nursery rhyme

동요, 자장가
Chapter 17

jab [dʒæb]

v. (주먹·팔꿈치로) 찌르다, 꿰찌르다; n. (콱) 찌르기

pass out

① 나가다, 퇴장하다 ② (구어) 기절하다

gash [gæʃ]

n. 깊은 상처; (지면의) 갈라진 틈
Chapter 18

jerk [dʒəːrk]

vt. 갑자기 움직이다(당기다, 밀치다, 찌르다, 비틀다); n. 갑자기 잡아당김(밀침,
비틂, 찌름, 던짐)

throb [ɵrɑb]

vi. 가슴이 고동치다, 맥박 치다, 두근거리다; n. 고동, 맥박

callus [kæĺ əs]

n. 굳은 살, 피부 경결(硬結)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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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p [ʌnklæsp]
́

v. 걸쇠를 벗기다; (쥐었던 손 등을) 놓다, 펴다

latch [lætʃ]

n. 걸쇠, 빗장; v. 걸쇠를 걸다

ingredient [ingriː
́ diənt]

n. 성분, 원료, 재료

tingle [tíŋg-əl]

n. 따끔거림, 쑤심; 설렘, 흥분;
v. 따끔따끔 아프다, 쑤시다; 설레게 하다, 흥분시키다

hearth [hɑːrɵ]

n. 노(爐:열을 가하여 녹이거나 굽거나 하는 시설); 난로, 화덕

slanting [slæntiŋ]
́

a. 경사진, 기운

shrill [ʃril]

a. (소리가) 날카로운, 새된, 높은

twitch [twitʃ]

vi. 홱 잡아당기다, 잡아채다; (손가락·근육 따위가) 씰룩거리다

writhe [raið]

v. 몸부림치다, 몸을 뒤틀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n. 몸부림, 고뇌
Chapter 22

defiance [difaí əns]

n. 도전, 반항, 저항

jolt [dʒoult]

n. 급격한 동요, 충격; v. 덜컹거리다, 난폭하게 흔들다

astonishment [əstɑ́niʃmənt]

n. 놀람, 경악
Chapter 23

fabulous [fæbj
́ ələs]

a. 굉장한, 멋진; 황당무계한, 믿어지지 않는, 전설적인

bushel [búʃəl]

n. 부셸(용량의 단위. 약 36리터, 약 2말)

cinnamon [sínəmən]

n. 육계(肉桂), 계피
① n. [식물] (백합 뿌리 등의) 소인경(小鱗莖), 소구근(小球根);
② n. [식물] 정향(丁香) 나무

clove [klouv]

n. [식물] 육두구(열대산 상록수); 육두구의 씨

nutmeg [nʌ́tmeg]

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crooked [krukid]
́

a. 구부러진, 비뚤어진; 마음이 비뚤어진, 부정직한

trout [traut]

n. 송어
<스피드 리딩> 영어 원서별 단어장

fungus [fʌ́ŋgəs]

n. 버섯, 균류

brag [bræg]

v. 자랑하다, 자만하다, 허풍떨다

disrespectful [dìsrispektf
́ əl]

a. 무례한, 실례되는, 경멸하는

ranch [ræntʃ]

n. 목장, 방목장

brand-new [brændnju
́
́ː]

a. 아주 새로운, 신품의, 갓 만들어진

spew [spjuː]

v. 토하다, 게우다
Chapter 24

cantaloupe [kænt
́ əloup]
̀

n. [식물] (남유럽산) 멜론의 일종

ladle [leidl]
́

n. 국자; vt. 국자로 퍼서 옮기다, 국자로 퍼내다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숨을 막히며 말하다, 겨우 말을 내뱉다

gurgle [gə́ːrgəl]

v. (물 따위가) 꼴딱꼴딱(콸콸) 흐르다; 콸콸 거리다(소리나게 하다)

grotesque [groutesk]
́

a. 기괴한, 이상한, 괴상한

parch [pɑːrtʃ]

vt. (햇볕 등이 땅을) 바싹 말리다; 볶다, 굽다, 태우다

splatter [splæt́ əːr]

v. 절벅절벅 소리를 내다, (물·흙탕 따위를) 튀기다, 철벅거리다
Chapter 25

ointment [ɔ́intmənt]

n. [약학] 연고, 고약(膏藥)

asthma [æzm
́ ə]

n. [의학] 천식

wart [wɔːrt]

n. 사마귀

pimple [pímpl]

n. 여드름, 뾰루지

arthritis [ɑːrɵraitis]
́

n. [의학] 관절염

concoction [kɑnkɑ́kʃən]

n. 혼합, 조합(調合); 조합물, 조제약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pitterpatter [pítərpæt̀ ər]

n., ad. 후두두(빗소리); 타닥타닥(하는 소리)

quivering [kwívəriŋ]

a. 떨고 있는, 흔들리는
Chapter 26

mob [mɔb]

n. 군중, 폭도; v. 떼를 지어 습격하다; 떼 지어 모이다

sheriff [ʃerif]
́

n. [미국] 군(郡) 보안관; [영국] 주(州) 장관

wriggle [ríg-əl]

v. 꿈틀거리다, 몸부림치다; n. 몸부림침, 꿈틀거림

hitch [hitʃ]
Kissin' Kate Barlow

n. 달아맴, 얽힘; 장애, 걸림돌; vt. (말 따위를) 매다; (고리·열쇠·밧줄 등을)
걸다; 홱 움직이다, 와락 잡아당기다
이야기상 나오는 인물. 실제 역사적 인물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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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low [bɑ́ːrlou]

n. [미국] 큰 주머니칼

vile [vail]

a. 비열한, 야비한
Chapter 28

blurry [blə́ːri]

a. 더러워진; 흐릿한, 또렷하지 않은

loot [luːt]

n. 전리품, 약탈품; 부정이득, 횡령품; v. 약탈하다, 부정이득을 보다

yawn [jɔːn]

vi. 하품하다; n. 하품, 입을 크게 벌림

rummage [rʌ́midʒ]

v. 샅샅이 뒤지다. (찾기 위하여) 마구 뒤적거리다

dump [dʌmp]

vt. (쓰레기 따위를) 내버리다; 털썩 내려뜨리다, 쿵하고 떨어뜨리다;
vi. 털썩 떨어지다; n.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더미

blotchy [blɑ́tʃi]

a. 얼룩(부스럼)투성이의

scraggly [skræǵ əli]

a. 터부룩한(수염 따위), 삐죽삐죽한, 우툴두툴한

desperate [desp
́ ərit]

a. 자포자기의; 필사적인; 절망적인

drought [draut]

n. 가뭄

whack [hwæk]

vt. (지팡이 따위로) 철썩 때리다, 세게 치다

screech [skriːtʃ]

vi.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내다, 비명을 지르다;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Chapter 29

humid [hjuː
́ mid]

a. 습기 있는, 눅눅한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Chapter 30

awkward [ɔ́ːkwərd]

a. 거북한, 어색한; 섣부른, 서투른, 어설픈; 다루기 곤란한, 귀찮은

feeble [fíːbəl]

a. 연약한, 약한, 힘없는, 박약한

flurry [flə́ːri]

n. 질풍, 돌풍, 강풍; 혼란, 동요

gag [gæg]

① n. 재갈, 입마개; vt. 입을 막다, 재갈을 물리다; ② n. 익살, 개그

pry [prai]

① vi. 엿보다(peep), 동정을 살피다; ② vt. 지레로 들어 올리다, 파내다; n. 지레

riot [raí ət]

n. 폭동, 소동; vi. 폭동을 일으키다

strangle [stræŋǵ
əl]

vt. 교살하다, 질식(사)시키다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investigation [invest
̀ əgeí ʃən]

n. 조사, 연구

haze [heiz]

① n. 아지랑이, 안개, 엷은 연기;
② [미국] (신입생·신참자 등을)‘신고식’시키다, 골탕 먹이다
Chapter 32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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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ie [píŋki]

n. 새끼손가락

ignition [igníʃən]

n. 점화, 발화

dangle [dæŋg
́
əl]

v. 매달리다(~을 매달다), 흔들흔들 하다; 따라다니다; n. 매달린 것

rev [rev]

n. (구어) (엔진·레코드 등의) 회전

lurch [ləːrtʃ]

n. (배·차 등의) 갑작스런 기울어짐; 비틀거림

strap [stræp]

n. 가죽 끈, 혁대; vt. 끈으로 매다, 가죽 끈으로 때리다
Chapter 33

mound [maund]

n. 작은 언덕,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것, 흙무덤
Chapter 34

mirage [mirɑ́ːʒ]

n. 신기루, 망상

shimmer [ʃíməːr]

vi. 희미하게 반짝이다; n. 희미한 빛, 미광

fist [fist]

n. (쥔) 주먹

ridge [ridʒ]

n. 산마루, 산등성이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Chapter 35

sheepish [ʃíːpiʃ]

a. (양처럼) 마음이 약한, 수줍어하는, 겁 많은

sploosh

[사전에 없음] smoothie 음료를 뜻함. 속어로 정액이라고 쓰이기도 함.

ventilation [vent
̀ əleí ʃən]

n. 통풍, 공기의 유통, 환기

bubbly [bʌ́bli]

a. 거품이 이는, 거품투성이의

mushy [mʌ́ʃi]

a. 죽 같은, 걸쭉한, 흐늘흐늘한; (구어) 감상적인, 눈물 잘 흘리는

nectar [nekt
́ ər]

n. 과즙, [식물] 화밀(花蜜)

shiver [ʃívəːr]

v. (추위, 흥분 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n. 떨림, 전율

vowel [vau
́ əl]

n. 모음; a. 모음의

consonant [kɑ́nsənənt]

a. 일치하는, 조화하는; n. 자음
Chapter 36

rut [rʌt]

vt. 바퀴 자국을 내다, 홈을 내다; 바퀴자국, 홈

ledge [ledʒ]

n. (벽에서 돌출한) 선반; 쑥 내민 곳, 바위 턱

frail [freil]

a. 약한, 부서지기 쉬운, 무른

tremble [trembl]
́

v. 떨다, 떨리다; n. 떨림, 전율

protrude [proutruː
́ d]

vt. 내밀다, 내뻗다; vi. 튀어나오다, 비어져 나오다

<스피드 리딩> 영어 원서별 단어장

twirl [twəːːrl]

v. 빙빙 돌다, 회전하다, 비비꼬다; n. 회전, 빙빙 돎, 선회
Chapter 37

altitude [ælt
́ ətjùːd]

n. 높이, 고도

gnat [næt]

n. 피를 빨아 먹는 작은 곤충, 각다귀

swat [swɑt/swɔt]

v. (파리 따위를) 찰싹 치다; n. 찰싹 때림, 강타

weary [wíəri]

a. 피로한, 지친, 싫증나는

wrench [rentʃ]

vt. (갑자기, 세게) 비틀다, 비틀어 돌리다

tangle [tæŋǵ
əl]

n. 엉킴, 얽힘; vt.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thorny [ɵɔ́ːrni]

a. 가시가 많은, 가시 같은

vine [vain]

n. 덩굴
Chapter 38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gully [gʌ́li]

n. (보통 물이 마른) 협곡, 골짜기; 도랑, 배수구

gloppy [glɑpi]

a. 질척한

soggy [sɑ́gi]

a. 물에 잠긴, 함빡 젖은
Chapter 39

meadow [medou]
́

n. 목초지, 풀밭

coat [kout]

n. 외투, 코트; vt. 덮다, 입히다, 칠하다

precipice [preś əpis]

n. 절벽, 벼랑; 위기
① 접어서 겹치다 (I doubled over a leaf. 나는 책장을 접었다.)

double over

② (웃음·고통으로) 몸을 구부리다 (He doubled over with pain. 그는 고통 때
문에 몸을 구부렸다.)

delirious [dilíriəs]

a. 헛소리하는, (일시적인) 정신 착란의; 정신없이 흥분한, 미쳐 날뛰는
Chapter 40

quack [kwæk]

① n. 꽥꽥(집오리 우는 소리); 소음, 시끄러운 수다; vi. 꽥꽥 울다; 시끄럽게 지
껄이다; ② v. 엉터리 치료를 하다; 허풍 떨다; n. 돌팔이 의사, 사기꾼

leech [liːtʃ]

n. [동물] 거머리

tonic [tɑ́nik]

n. 강장제, 활기를 돋우는 것; a. 튼튼하게 하는, 원기를 돋우는

snicker [sníkəːr]

vi. [미국]

butcher [but́ ʃər]

vt. 도살하다; 학살하다, 사형에 처하다; n. 고깃간 주인, 도살업자, 학살자

contrite [kəntrait]
́

a.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indentation [indentei
̀
́ ʃən]

n. 톱니 모양으로 만듦; 톱니모양, 움푹 들어감; (해안선 따위의) 만입 (灣入)

낄낄 웃다, 숨죽여 웃다; n. 킬킬거리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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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2
sundial [sʌ́ndaì əl]

n. 해시계

sprout [spraut]

n. 싹, 눈; (pl.) 양배추; vi. 싹이 트다, 발아하다

stink [stiŋk]

v. 고약한 냄새가 나다, 악취가 풍기다, 코를 찌르다

petal [petl]
́

n. [식물] 꽃잎

buzzard [bʌ́zərd]

n. [조류] 말똥가리, (미국) 대머리수리; (미국속어) 멍청이, 얼간이

fugitive [fjuː
́ dʒətiv]

a. 도망치는, 탈주한, 망명의; n. 도망자, 탈주자, 망명자
Chapter 43

crib [krib]

n. 유아용 침대; 구유, 여물통; 곳간, 헛간, (곡식·소금 따위의) 저장소

squeak [skwiːk]

v. (쥐 따위가) 찍찍 울다, 삐걱삐걱 소리 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inexplicable [ineksplik
́
əbəl]

a.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dunk [dʌŋk]

vt. (빵 따위를 음료에) 적시다, 담그다; [농구] 덩크 슛하다

clink [kliŋk]

v.(금속 따위가) 짤랑 울리다; 땡그랑 소리 나다

stubborn [stʌ́bərn]

a. 완고한, 고집 센

hollow [hɑ́lou]

vt. 속이 비게 하다; 도려내다, ~을 파내어 만들다; vi. 속이 비다

adjacent [ədʒeis
́ ənt]

a. 이웃의, 인접한, 부근의
Chapter 44

stumble [stʌ́mbl]

v.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n. 비틀거림; 실책, 과오

exhale [eksheil]
́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budge [bʌdʒ]

v. 몸을 움직이다, 조금 움직이다

precarious [prikɛ́əriəs]

a. 불확실한, 믿을 수 없는
Chapter 45

commotion [kəmou
́ ʃən]

n. 동요, 흥분, 소동, 소요, 폭동

illuminate [iluː
́ məneit]
̀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Chapter 46

strenuous [strenju
́ əs]

a. 정력적인, 열심인, 격렬한
Chapter 47

tarantula [tərænt
́ ʃələ]

n. 독거미의 일종

pounce [pauns]

vi. 달려들다, 갑자기 덤벼들다

tarnation [tɑːrneí ʃ-ən]

n. 저주, 욕설, 악평; int. 제기랄, 젠장, 아차,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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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ətə́ːrni]

n. [법률] 대리인; [미국] 변호사, (public ∼) 검사

authorization [ɔ̀ːɵərizeí ʃən] n. 권한 부여, 위임; 공인, 관허, 인증, 허가
legitimate [lidʒitimit]
́

a. 합법적인, 정당한, 옳은

custody [kʌ́stədi]

n. 보관, 관리;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

hallucination [həlùːsəneí ʃən] n. 환각, 망상
delirium [dilíriəm]

n. 정신 착란; 맹렬한 흥분(상태), 광란, 광희(狂喜)

red-handed [-hændid]
́
́

a. 손이 피투성이가 된; 현행범의
(be caught red-handed :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Chapter 48

detainee [diteini]
́

n.[법] 구류자, 억류자

detain [ditein]
́

vt. 붙들다, 기다리게 하다; 억류(유치, 구류)하다

hysterical [histerik
́ əl]

a. 히스테리(성)의; 병적으로 흥분한, 이성을 잃은

jurisdiction [dʒùərisdik
́ ʃən]

n. 재판권, 사법권

pursuant [pərsúːənt]

a. …에 따른, …에 의한, 준(準)한

indefinitely [indef́ ənətli]

ad. 막연히, 애매하게, 무기한으로, 언제까지나

incarcerate [inkɑ́ːrsəreit]
̀

vt. 투옥(감금)하다, 유폐하다(imprison)
Chapter 50

tedious [tiː
́ diəs]

a. 지루한, 싫증나는

deed [diːd]

n. 행위, 실행, 사실

promissory [prɑ́məsɔ̀ːri]

a. 약속하는, 약속의

umpire [ʌ́mpaiər]

n. 심판(자), 중재자, 판정자

shush [ʃʌʃ]

int. 쉬잇, 조용히; n. 쉬잇 하는 신호; v. 입 다물게 하다, 입 다물다

fluff [flʌf]

n. 보풀, 솜털

weathered [weð
́ əːrd]

a. (바위가) 풍화된, 비바람에 씻긴,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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