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대결 권 어휘집1 , Bad Beginning

제작자 원서읽자 영어원서 스피드 리딩 합시다 블로그 운영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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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 http://blog.naver.com/readingtc/20043414946)

제대로 읽기Bad Beginning !

원서 읽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readingtc 참고)

위험한1. 영화를 우선 본다. 배경 지식과 관습적 영상 확보를 위한 것 영화는 권 권까지 스토리를 묶었습니다( !) - 1 ~ 3 !

이 어휘집을 이용해2. 전체 단어들을 쭉 훑어본다~ .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암기하진 말것( !)

본격적으로 원서를 읽는다3. !

문장을 분석하지 말고- ,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미지 그려 읽는다.

중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온다고 멈추지 말고- , 전체 맥락을 잡아가면서 쭉쭉 읽는다.

이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몇 개 문장이 이해가 안가도 쉽게 읽힌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밑줄을 그어 한꺼번에 리뷰 하자- .

- 단위 읽기Chapter : 한 읽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 를 마칠 때 까지 읽기를 멈추지 말 것Chapter , Chapter !

한번만 읽고 치워버리지 말자 두세 번- . 반복해서 읽을 것!

원서 읽기를 위한 단어 암기 방법

어디까지나▷ 원서를 읽기 위한‘ ’ 어휘 공부입니다.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원서를 읽으면서 다시 만날 단어들입

니다 영단어와 한글 뜻을 눈으로만. 서너 번 반복해서 훑어보세요. 단어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바로 원서 읽기에 들어갑니다, .

원서를 읽는 중간 중간에도 반복해서 훑어보십시오 오늘 읽을 만 집중해서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Chapter .)

이런 방식의 어휘 암기 방법을▷ 비쥬얼 보카(Visual Voca) 라고 합니다.

비쥬얼 보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Visual Voca) http://www.readingtc.com/visualvoca 를 참고하세요 현재 제작중. ( ^_^;;)

http://blog.naver.com/readingtc/20043414946
http://blog.naver.com/readingtc
http://www.readingtc.com/visualvoca


Chapter English word 한글 뜻 page

rife a.「서술적」 (질병이) 유행하는, (소문 따위가) 자자한; 매우 많은, 풍부한(with) 1

rickety a. 낡아 빠진, 망그러질 듯한; 허약한 2

trolley n. 손수레. 2

murky a. (안개·연기 따위가) 자욱한; 어두운, 음산[우울]한. 2

knack n. 좋은 생각; 숙련된 기술, 교묘한 솜씨[기교], 요령. 3

pulley n. 도르래.   vt. 도르래로 들어올리다. 3

trivial a. 하찮은, 대단치 않은; 평범한, 일상의, 사소한 3

retrieve v. 구하다, 구출하다; 회복하다. 3

shriek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 비명을 지르(며 말하)다. 4

stride v. 큰걸음으로 걷다. 활보하다. 5

squint v.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n. 곁눈질, 사팔눈.    a. 사팔눈의, 곁눈질하는 5

slender a. 가느다란; 홀쭉한, 적은, 미덥지 못한. 5

sibling n., a. 형제(의), 자매(의) 7

perish v. 죽다, 사라지다; 멸망하다. 8

engulf vt. (늪·깊은 속·파도 등의 속으로) 삼켜 버리다; (~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다, 몰두케 하다. 9

executor n. 〖법률〗 지정 유언 집행자; 실행[수행, 이행, 집행]자 9

estate n. 재산, 유산, 재산권; 토지. 9

executioner n. 사형 집행인, 실행(집행)자. 9

orphan n. 고아.    a. 고아의, 어버이 없는. 10

bleak a. 황폐한, 쓸쓸한, 냉혹한, 차가운, 살을 에는 듯한. 12

char v. 숯으로 만들다, 숯이 되도록 굽다, (시꺼멓게) 태우다, 눋다. 12

rubble n. 잡석, 깨진 기와[벽돌] 조각. 12

recuperate v. (건강 따위를) 회복하다, (손실 따위를) 만회하다. 13

grotesque a. 기괴한, 이상한, 괴상한. 13

itch v. 가려워지다. 13

obnoxious a. 밉살스러운, 불쾌한, 싫은, 미움받고 있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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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stly a. 싫은, 무서운, 소름끼치는; 핼쑥한, 송장같은 13

chewy a. 잘 씹어지지 않는; 잘 씹을 필요가 있는. 15

count n. 백작 16

creak v. 삐걱삐걱하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   n. 삐걱(거리는) 소리. 16

glumly a. 무뚝뚝한, 뚱한, 음울한(sullen). ㉺∼ly ―ad 16

cramped a. 비좁은, 답답한, 꽉 끼는; (문체가) 비비 꼬인, (필적이) 알아보기 어려운, 경련을 일으킨, 쥐가 난. 17

briskly ad. 활발히, 팔팔하게, 세차게; 상쾌히; 기분 좋게. 18

rumble v. 덜커덕거리며 가다. 18

cobblestone n. (철도·도로용의) 조약돌, (밤)자갈. 18

assortment n. 유별, 분류; 각종 구색; C 구색 갖춘 물건. 19

brass n. 놋쇠, 황동; 놋제품 19

dilapidated a. 남루한, 초라한; 황폐한, 무너져가는. 20

stain v. 더러워지다, 얼룩이지다.   n. 얼룩, 오점, 더럼. 20

soot n. 검댕, 매연.    vt. 검댕으로 더럽히다, 검댕투성이로 하다. 20

grime n. 때, 먼지, 검댕, 더러움.    vt. 더럽히다. 20

carve v. 새기다, 파다, 조각하다. 20

sag v. 처지다, 축 늘어지다, 휘다. 21

knuckle n. 손가락 관절, 주먹   v. 손가락 마디로 치다. 22

rap v. 톡톡 두드리다.   n. 톡톡 두드림. 22

stern a. 엄격한, 단호한, 준엄한.    ㉺∼ly ―ad 23

glint v. 반짝이다, 빛나다.   n. 반짝임, 섬광, 광택. 23

shrug v. 으쓱하다.   n. 어깨를 으쓱하기. 24

patchy a. 누덕누덕 기운; 주워 모은; 어울리지 않는; 작은 땅을 합친. 24

tattered a. 누덕누덕한, 누더기 옷을 입은, 망그러진 25

pigsty n. 돼지 우리(pigpen), 누추한 집[방]. 28

lumpy a. 거친, 우툴두툴한, 덩어리(투성이)의. 28

bunch v. 다발로 만들다, (한 떼로) 모으다.   n. 다발, 송이, 일단, 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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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te vt. 관대히 다루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묵인하다, 참다, 견디다. 29

porch n. 현관, 차대는 곳, 입구 30

troupe n. 일단, 한 패. 30

forlornly ad. 쓸쓸히. 31

keep one's chin up (숙어)의연히 맞서 나가다. 32

shove v.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32

grieve v. 몹시 슬퍼하다. 애곡하다. 슬프게 하다. 34

peephole n. 들여다보는 구멍. 34

deprive vt. ① ~에게서 빼앗다, 박탈하다, ② ~에게 거절하다, 주지않다. 35

crib n. 테두리 난간이 있는 침대, 베이비 베드; 구유, 마구간 36

simmer v. 부글부글 끓다. 44

culinary a. 부엌(용)의; 요리(용의). 44

trifle v. 가벼이 다루다, 소홀히 다루다, 우습게 보다, 희롱하다; 만지작 거리다, 가지고 놀다. 46

scraggly a. 터부룩한(수염 따위), 삐죽삐죽한, 우툴두툴한. 46

wail v. 소리내어 울다, 울부짖다; 비탄하다, 구슬픈 소리를 내다.   n. 울부짖음, 울부짖는 소리. 47

revolting a. 배반[반란]하는; 혐오할 만한,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구역질나는. 49

brat n. (경멸적) 선머슴, 개구쟁이. 49

wreck v. 파괴하다, 부수다; 난파시키다. 49

giggle v. 킥킥웃다.   n. 킥킥 웃음. 49

revulsion n. (감정 따위의) 격변, 급변; 급격한 반동; (드물게) 되돌리기, 잡아떼기 50

vat n. 큰 통. 51

ladle n. 국자.   vt. 국자로 퍼서 옮기다, 국자로 퍼내다. 51

slouch v. 축 늘어지다, 숙이다, 몸을 굽히다. 52

rouse v. 일으키다, 깨우다; (감정을) 돋우다, 선동하다. 52

troop v. (무리가) 가다, 떠나다, 한무리가 되어 나아가다(몰려오다); 떼지어 모이다. 52

skitter v. 잽싸게 미끄러지다, 경쾌하게 나아가. 54

despicable a. 야비한, 비열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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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ise n. 타박상, 상처자국.   v. 상처를 입히다, 타박상을 입히다. 58

predicament n. 곤경, 궁지, (특수한) 상황, 상태 59

reluctant a ① 마음 내키지 않는(unwilling), 꺼리는, 마지못해하는(to do). ② (고어) 다루기 어려운, 저항[반항]하는. 60

horrid a. 무서운, (구어) 매우 불쾌한, 지겨운. 61

stir v. 움직이다, 꿈틀거리다. 61

invigorate vt. 원기[활기]를 돋구다, 북돋다. 61

district n. 지역, 지구. 61

hustle n. 밀치락달치락, 한바탕 소동.    v. 거칠게 밀다, 밀고 나아가다. 62

bustle n. 큰 소동, 혼잡    v. 크게 소동하다, 재촉하다. 62

usher v. 안내하다.    v. 안내인, 문지기, 수위 67

posthaste ad. 급행으로     a. 급행의 67

stalk v. 성큼성큼 걷다, 활보하다. 67

figuratively ad.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68

sprinkle v. 뿌리다, 끼얹다, 흩뿌리다. 72

pluck v. 뜯다, 잡아 뽇다, 따다. 확 잡아채다. 72

in confidence (숙어) 비밀로, 극비로 73

gracious a. 호의적인, 정중한, 우아한, 품위있는.   ㉺∼ly ―ad. 73

shudder vi. 떨다, 전율하다, 오싹하다, 몸서리치다.    n. 전율, 떪, 몸서리. 74

standoffish a. 쌀쌀한, 냉담한, 사양하는, 불친절한. 74

midget n. 난쟁이, 꼬마(둥이). 76

notorious a. (보통 나쁜 의미로) 소문난, 유명한, 이름난; 주지의. 83

heap n. 더미, 덩이리, 쌓아올린 것, 많음, 다수.    v. 쌓아올리다, 축적하다. 84

babble v. 떠듬거리며 말하다. 쓸데 없는 말을 하다, 지껄이다. 86

weasel n. 족제비. 86

blush v. 얼굴을 붉히다, 빨개지다, 부끄러워 하다. 87

croak n. 깍깍하고 우는 소리, 쉰 소리. 89

hideous a.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섬뜩한, 가증한, 끔찍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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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ug v. (어깨를) 으쓱하다.   n. 어깨를 으쓱하기. 90

flicker v. 흔들리다, 명멸하다, 깜빡이다. 90

limb n. 팔, 다리, 수족, 손발. 90

fetch v. (비어) 죽이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91

limp a. 맥빠진, 무기력한.   vi. 절뚝거리다, 느릿느릿가다. 91

foil vt. 허를 찌르다, (계략 따위를) 좌절시키다, 미연에 방지하다, 피하다 91

frantically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광란하여. 91

untuck vt. ~의 주름[단]을 풀다, 걷어 올린 것을 내리다 92

retuck [사전에 없음] v. 다시(re) tuck(밀어넣다, 쑤셔넣다. 걷어 올리다) 하다. 92

lump n. 덩어리, 혹, 종기, 무더기. 92

smuggle v. 밀수입(수출)하다, 몰래 들여오다, 몰래 내가다. 92

clutch v. (꼭)잡다, 단단히 쥐다. 93

tiptoe vi. 발끝으로 걷다, 발돋움하다.   n. 발끝   a. 발끝으로 선, 살금살금 걷는.   ad. 발끝으로, 살금살금걸어. 95

tromp vt. =TRAMP; 때리다, 때러눕히다, 완패시키다. 95

smirk vi. 능글맞게 웃다, 부자연한 웃음을 웃다   n. 능글맞은(억지)웃음. 95

phony a. 가짜의, 엉터리의    n. 가짜, 엉터리, 사기꾼    vt. 위조하다, 속이다, 날조하다. 95

nuptial a. 결혼(식)의.   n. (보통 pl.) 결혼식, 혼례(wedding). 96

explanatory a. 설명의, 설명을 위한, 설명적인, 해석의, 변명적인 97

menace v. 위협하다, 으르다.     n. 협박, 위협, 공갈. 97

dispose vi. 처분하다; vt. 배치하다, 배열하다. 99

utter v. 말하다, 내다, 입밖에 내다, 발언하다. 102

scrawny a. (구어) 야윈, 앙상한. 105

dangle v. 매달리다, 흔들흔들하다.    n. 매달림, 매달린 것. 105

comrade n. 동료, 동지, 친구, 벗 105

topple vi. 떨어질 듯이 걸려 있다, (쓰러질 듯이) 앞으로 기울다; 비틀거리다. vt. 쓰러뜨리다, 흔들리게 하다. 107

unsavory a. 불쾌한, 재미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맛없는. 108

brute n. 짐승, 금수, 싫은 놈.    a. 잔인한, 야만적인, 무정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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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sation n. 비난, 규탄, 죄, 죄명. 108

skulk vi. 슬그머니 숨다, 잠복하다. 살금살금하다, 몰래 달아나다. 108

stubborn a. 완고한, 고집센, 완강한, 다루기 어려운, 말을 안 듣는. 108

mule n. 노새. 108

muck v. 더럽히다, 망쳐놓다; 비료를 주다.    n. 거름, 퇴비, 쓰레기, 오물 더러운 것. 108

feign v. 가장하다. 체하다. 109

concoct vt. 조작하다, 조합하다, 꾸미다. 110

relinquish vt. 포기하다, 양도하다, ~의 손을 늦추다, 손에서 놓다. 110

despondent a. 낙담한, 기운없는, 의기소침한. 113

drapery n. ① a) (종종 pl.) (휘장·막 등의) 부드러운 직물의 우미한 주름. b) 주름이 진 휘장[막, 옷 따위]
② 의류, 옷감 ③ 사실 등을 은폐하는 것.

114

disguise n. 변장, 가장, 위장.    vt. 변장하다. 115

burglary n.〖법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침입(죄), 밤도둑죄, 강도질. 115

sturdy a. 튼튼한, 억센; 건장한, 건전한, 착실한, 완강한. 115

rod n. 장대, 막대; 작은 가지. 115

knot n. 매듭. 116

eerie a. 섬뜩한, 무시무시한, 기분나쁜, 기괴한. 117

grapple v. 붙잡다, 쥐다, 파악하다.    n. 붙잡기, 드잡이, 격투. 118

nefarious a. 못된, 사악한, 악질인, 극악한. 118

shiver v. 와들와들떨(리게 하)다, 진동시키다.    n. 몸서리, 떨림, 오한. 119

accomplice n. 공범자,연루자, 동료, 협력자. 119

lasso  n., vt.  올가미밧줄(로 잡다) (야생말 따위를). 120

throb vi. 가슴이 고동치다. 두근거리다. 욱신욱신 쑤시다. 120

villainous a. 악한 같은, 악당의; 악랄한; 비열한, 상스러운; 매우 야비한, 지독한, 고약한. 121

tumble v. 굴러 떨어지다, 전락하다; 엎어지다, 넘어지다, 갑자기 떨어지다.    n. 엎드러짐, 넘어짐, 뒹굶. 121

adroit a. 교묘한, 솜씨 좋은 (dexterous); 기민한, 빈틈없는. 121

scurry vi. 종종걸음으로[허둥지둥] 달리다, 급히 가다.   n. 급한걸음, 종종걸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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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st v. 들어서 나르다, 높이올리다, 내걸다, 올리다.    n. 올리기, 게양. 123

flick n. 휙 하는 소리, (매, 채찍 따위로) 찰싹 때리기, 튀겨날림. 
v. 찰싹치다, 털어버리다, 홱 움직이다, 냅다 때리다.

123

snarl v. 호통치다, 소리지르며 말하다; 으르렁거리다.   n. 으르렁거리는 소리. 124

scrawl v. 휘갈려 쓰다, 낙서하다.   n. 휘갈겨 쓴 글씨. 124

wag v. 흔들어 움직이다, 흔들다, 연방 움직이다. 126

stomp v.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다, 짓밟다.   n. 발구르기. 126

wrath n. (시어·문어) 격노, 분노, 신의 노여움; 복수, 천벌 127

trickle v. 조금씩 새다,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127

fiendish a. 귀신[악마] 같은, 마성의; 극악한, 잔인한; (날씨 따위가) 아주 험악한. 127

catastrophe n. 대이변, 큰 재해, 파멸, 파국. 127

lamentabe a. 슬퍼할, 통탄할; 가엾은; (경멸적) 비참[빈약]한.   ㉺-bly ―ad. 127

deplorable a. 통탄할; 비참한, 애처로운; 당치도 않은, 괘씸한. 127

kerosene (-sine) n. 등유, 등불용 석유. ★미국에서는 coal oil, 영국에서는 paraffin oil 이라고도 함. 130

polygamist n. 일부 다처론자; 다처인 사람; (드물게) 일처 다부론자. 130

banister n. (계단의) 난간 동자(baluster); (종종 pl.) 난간.  132

wig n. 가발, 머리 장식.    v. ~에 가발을 씌우다. 136

yank v.(구어) 확 잡아당기다; (미국속어) (시원찮은 사람을) 교체하다, 물러나게 하다(retire). n.(구어) 홱 당김. 136

toddler n. 아장아장 걷는 사람, (특히) 걸음마 타는 유아; 「형용사적」 유아용의.C178 136

smear vt. 바르다. 문대다. 문질러 더럽히다. 137

glum a. 무뚝뚝한, 뚱한, 음울한.  ㉺∼ly ―ad 138

pandemonium n. (보통 P-) 악마전(殿), 복마전, 지옥, 수라장, 대혼란(의 곳). 138

insipid a. 싱거운, 담박한, 김빠진,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멋없는. 141

afoot a. ① 진행중(에), 계획되어, 활동하여 ② 도보로 ③ 일어서서, 얼어나서 142

clench v. (이를) 악물다, (손·주먹 따위를) 꽉 쥐다, (물건을) 단단히 잡다. 143

furrow v. 주름살을 짓다, 갈다, 경작하다.   n. 밭고랑, 깊은 주름, 보습 자리. 147

horrendous a. 무서운, 끔찍한, 무시무시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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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rous a. 괴물같은, 기괴한, 거대한, 가공할. 149

exasperate vt. 노하게 하다. 격앙 시키다. 154

treachery n. 배반, 반역, 변절,  반역[불신] 행위. 154

indignantly n. 분개, 분노, 의분 154

speck n. ① 작은 반점, 얼룩 ② 작은 조각, 단편 ③ 적은 양, 소량 162

aberrant a., n. 정도를 벗어난 (것), 상도를 벗어난 (사람), 과실.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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