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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5  [THE AUSTERE ACADEMY] 
 

<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chapter 1 

snatch [snætʃ] v. vt.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rude [ruːd]a. 버릇없는, 무례한(impolite), 실례의 

filthy [fílɵi] a. 불결한, 더러운; 부정한; 추악한 

ghastly [gæśtli / gɑ́ːst-]  핼쑥한; 송장같은. 무서운(horrible), 소름 끼치는 

distressing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비참한 

sinister [sínistəːr]a. 불길한(조짐 따위), (고어) 사악한, 못된(wicked). 

associate [əsóuʃièit] v 연상하다, 관련시키다(with). 

dastardly [dæśtərdli] a. 비겁[비열]한. 

deed [diːd] n. 행위, 실행; U,C 사실(reality). 공훈, 공적. 

Nasty [næśti, nɑ́ːs-] a. 불쾌한, 싫은, 더러운. 역한. 

disguise [disgáiz] n 변장, 가장, 위장; 분장; 

hypnosis [hipnóusis] n. 최면(상태), 최면술. 

atrocious [ətróuʃəs] a. 흉악한, 잔학한; (구어) 아주 지독한 

acquainted [əkwéintid] a. ┅을 아는, ┅에 밝은, 정통한 

greedy [gríːdi] a.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간절히 바라는 

Shove aside ~을 어젖히다. 

sniffer [snífəːr] n. 냄새 맡는 사람. 

ooze [uːz] v, vi. (물이) 스며나오다, 줄줄 흘러나오다. 

Preparatory school <미>(기숙사를 갖추고 특히 일류대 진학준비 교육을 하는) 사립고등학교 

<영>(Public school 입학준비를 위한) 사립초등학교 

lousy [láuzi] a. 이투성이의, (속어) 불결한, 더러운, 

jar n. 항아리, 단지 / 귀에 거슬리는 소리, 충격 

administrative [ædmínəstrèitiv, -trə-, əd-] a. 관리[경영]의, 행정(상)의. 

pastry [péistri] n 가루반죽(paste); 구워서 만든 과자(류) 

depressed [diprést] a  내리눌린, 낮아진, 패인(노면 따위). 풀이 죽은, 억압된, 

architect [ɑ́ːrkitek̀t] n 건축가 

sloppy [slɑṕi / slɔṕi] a 묽은, 흙탕물을 튀기는.단정치 못한(slovenly) 

immense [iméns] a. 막대한(enormous, vast), 헤아릴수 없는, 거대한 

motto [mɑt́ou / mɔt́ou] n. 표어, 좌우명. 금언, 격언(maxim). 

meménto mo ́ri 
[miméntoumɔ́ːrai, -ri] 죽음의 상징(해골 따위);  

죽음의 경고(remember that you must die). 

rectangular [rektæŋ́gjələːr] a. 직사각형의; 직각의. 

rectangle [réktæŋ̀g-əl] n. 직사각형 

gravestone [gréivsto ̀un] n 묘석, 비석. 

thumb 엄지손가락 

mossy [mɔ(́ː)si, mɑśi] a 이끼가 낀; 이끼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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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walk [sa ́idwɔ̀ːk]n. 보도, 인도 

translate [trænsleít, trænz-, --́]vt. ~을 번역하다, 해석하다, 다른형식으로 바꾸다 

peer 
(확인하기 위해)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  

(보일 듯 말 듯) 나타나다, 보이기 시작하다. 

graveyard [gréivjɑ̀ːrd] n 묘지 

chapter 2 

routine [ruːtíːn]n. 판에 박힌 일, 일상의 과정[일]. 

Rip up 찢다, 째다, 쪼개다 ; [조약 따위]를 파기(무시)하다 

Send off 발송하다, 전송하다, (선수)를 (반칙따위로) 퇴장시키다. 

particular [pərtíkjələr] a, 특별한, 특유의, 각별한, 특별한, 상세한, 개개의, 꼼꼼한 

tantrum [tæńtrəm] n 불끈하기, 울화. 

shriek [ʃriːk] v.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hiss [his] v. Vi. 쉿 소리를 내다. (경멸,비난의 뜻으로) 시 소리를 내다. 

scratch [skrætʃ] v. 할퀴다, 휘갈겨쓰다, 지워 없애다, 말살하다. 

moan [moun] n. 신음 소리, 끙끙대기; 

atrocious [ətróuʃəs] a. 흉악한, 잔학한 

recital [risáitl] n 암송, 낭독, 독주(회) 

glare [glɛər] v. Vi. 번쩍번쩍 빛나다, 노려보다, 두드러지다 

rehearse [rihə́ːrs] v 연습하다, 예행 연습을 하다. 

booming [búːmiŋ] a. 벼락 경기의, 급등하는; 대인기의; 꽝 하는 

mimic v.vt.(~ked, ~king) (남의 말,행동)을 흉내내다, 시늉을 하며 놀리다. 

mock [mɑk / mɔ(ː)k] v. Vt. 조롱하다, 놀리다. 흉내내다, 

rumple [rʌḿp-əl] vt. 구기다, (머리를) 헝클어 뜨리다. 

sticky [stíki] a. 끈적[끈끈]한, (구어) 귀찮은, 곤란한 

snail [sneil] n. 달팽이. 핀둥거리는 사람; 늘보. 

splotchy [spl t i / spl t i] 더럼이 묻은, 얼룩이 진, 

tuft [tʌft] n. 덤불, 수풀; 작은 산 

applaud [əplɔ́ːd]v.vi 박수 갈채하다, 성원하다 vt. 칭찬하다, 찬양하다 

ferocious [fəróuʃəs] a. 사나운, 잔인한; 모진, 지독한. 

assure [əʃu ́ər] vt. 에게 보증하다, 납득하다, 확신하다, 

bratty [br ti] <구어> 건방진, 주제넘은, 반항적인 

seasick [síːsìk] a. 뱃멀미가 난, 뱃멀미의. 

silverware [-wɛə̀ːr] n. 식탁용 은제품; 은그릇(silver plate). 

permanent [pə́ːrmənənt] a. 영구한, 영속하는; 

nursery [nə́ːrs-əri] n. 아이 방, 육아실; 탁아소, 양성소, 훈련소; 

secretary [sékrətèri / -tri]n. 비서, 서기; 사무관, 

incredulous [inkrédʒələs] a.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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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ing school 기숙학교 

squeal [skwiːl]v. (고통․공포 따위로) 끽끽[깩깩] 울다, 비명을 지르다. 

promptly [prɑḿptli / prɔḿpt-] a. 신속히, 즉석에서, 즉시 

beverage [bévəridʒ]n. (보통 물 이외의) 마실 것, 음료. 

puddle [pʌd́l] v, vt. 더럽히다; 진흙투성이로 만들다. 진흙을 바르다 

auditorium [ɔ̀ːditɔ́ːriəm] n. 청중[관객]석, 방청석, 강당, 큰 강의실; 

mandatory [mæńdətɔ̀ːri / -t-əri]a. 명령의, 지령의; 위탁의, 위임의; 의무적인, 

facility [fəsíləti] n. 쉬움, 평이[용이]함. 편이, 편리 

tench [tentʃ] n. 잉어의 일종(유럽산). 

magnificent [mægnífəsənt] a. 장대한(grand), 장엄한, 당당한, 훌륭한 

admitted [ædmítid, əd-] a. 시인[인정]된; 명백한. 

signature [sígnətʃəːr] n. 서명(하기) 

protest [prətést] v. Vi.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semester [siméstər] n. (1년 2학기제 대학의) 한 학기, 반학년. 

shack [ʃæk] n. (초라한) 오두막, vi. 살다, 머무르다(in). 

whatsoever [hwɑt̀souev́ər, hwɑt̀- /  hwɔt̀-] pron.,a. [문어] whatever의 강조형 

stubborn [stʌb́əːrn] a. 완고한, 고집센, 다루기 어려운 

glumly 무뚝뚝하게, 침울하게 

syllable [síləbbəl] n. 음절, 한마디, 

wheezy [hwíːzi] a. 씨근 거리는, 헐떡거리는; (속어) 진부한. 

wherever [hwɛ-ərévəːr] ad. 어디든지 ┅하는 곳에, 어디서, ~하여도 

chapter 3 

molehill [móulhìl] n  두더지가 파 놓은 흙두둑. 작은 것; 사소한 곤란 

make a mountain 

(out) of a ~ 

=make mountains out of ∼s  

침소봉대하여 말하다, 허풍떨다. 

Make a big deal  

out of 
~을 과장하여 떠들어대다 

Come about 일어나다, 생기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다, ~에 관한일로 오다. 

mound [maund] n. 토루(土壘); 둑, 제방. 흙무덤. 작은 언덕 

condominium 
[kɑǹdəmíniəm / kɔǹ-] n. 구분 소유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분양 아파트, 맨

션 

mole n. 방파제; 방파제로 된 항구, 인공항.; 두더지 

stubbed [stʌb́id, stʌb́d] a 그루터기가 많은[된]; 그루터기 모양의. 

wilderness [wíldəːrnis] n. 황야, 황무지, 사막, 

starvation [stɑːrveíʃ-ən] n. 굶주림, 기아; 아사(餓死). 

grumpy [grʌḿpi] a. 까다로운, 기분이 언짢은, 심술궂은. 

picnicker 소풍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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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l [dízməl] a. 음울한; 황량한, 쓸쓸한 

hay [hei] n. 건초, 

bale [beil] n. 운반용의) 곤포(梱包), 꾸러미. 

not know one from 

a ∼ of hay 
(미국구어) 구분이 안가다. 

Be infested with ~을 들끓다. 횡행하다 

matchbox [mæt́ʃbɑk̀s / -b́ɔk̀s] n. 성냥통; (속어) 작은 집. 

scurry [skə́ːri, skʌŕi] v 종종걸음으로[허둥지둥] 달리다, 급히가다, 갈팡질팡하다. 

claw [klɔː] n. (게․새우 따위의) 집게발. 

territorial [tèrətɔ́ːriəl] a. 영토의; 사유[점유지]의; 

pinch [pintʃ] v. vt. 꼬집다, 집다, 끼다 

tuck [tʌk] v. vt. 챙겨넣다, (다리를)구부려서 당기다. 움츠리다. 묻다 

fungus 
[fʌŋ́gəs] n. 버섯, 균류; 균상종(菌狀腫), 해면종; 물고기의 피부병;  

일시적 현상 

plop [plɑp / plɔp]  vt., vi. 풍덩 물에 떨어지다, 털썩 주저앉다 

duck vi.,vt. 물속에 쑥 잠기다, (맞지 않으려고)홱 몸을 굽히다, 피하다 

tantrum [tæńtrəm] n. 불끈하기, 울화. 

scrape [skreip] v. 문지르다; 

secretarial [se ̀krətɛ-́əriəl]a. 서기[비서]의; 서기관[비서관]의; 

Nursery school 보육원(nursery). 

absurd [æbsə́ːrd, -zə́ːrd] a  불합리한; 엉터리없는,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런. 

gingerly [ʤínʤərli] ad. 지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신중히. 

fetus [fíːtəs] n. (포유 동물, 특히 사람의 임신 3개월이 넘은) 태아 (foetus). 

nun [nʌn]n. 수녀; 흰 집비둘기의 일종; 독나방의 일종. 

impressionable [impréʃənəbəl] a. 느끼기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respective [rispéktiv] a 각각의, 각기의, 각자의 

trivet [trívit] n. 철제 삼각대(三脚臺); 삼발이. 

peek [piːk] v. vi. 살짝 들여다 보다, 엿보다(peep) 

scoop [skuːp] n. 국자; 삽 v. vt.  푸다, 뜨다, 퍼올리다. 

In return 답례로, 회답으로, 그 대신에 

loathsome [lóuðsəm] a,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역겨운 

irritating [írətèitiŋ] a  초조하게 하는, 약올리는, 화나게 하는. 

torment [tɔ́ːrment] n. 고통, 고뇌. Vt. 괴롭히다. 

crane [krein] v,vt. (목을) 쑥 빼다. 

tucked [tʌkt] a. (옷자락 따위를) 찔러 넣은, 걷어 올린 

pitch [pitʃ] v. 던지다; 내던지다, (건초를) 쌓아올리다. 

topsy-turvy [tɑṕsitə́ːrvi / tɔṕ-] 거꾸로, 뒤집히어, 뒤죽박죽으로; 혼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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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ting [insʌĺtiŋ] a. 모욕적인, 무례한. 

Make an exception  

of [or for] 

~을 예외로 하다, 특별 취급하다. 

disrespect [dìsrispeḱt] n 불경, 실례, 무례(to; for). Vt. 경시[경멸]하다. 

buss 키스(하다). 

ripple [ríp-əl] n  잔물결, 파문. 곱슬곱슬함,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연풍 

┈•a land ∼ 육(陸) 연풍.  

┈┈•a light ∼ 남실바람. 

┈┈•a gentle ∼ 산들바람. 

┈┈•a moderate ∼ 건들바람. 

┈┈•a fresh ∼ 흔들바람. 

┈┈•a strong ∼ 된바람. 

accuracy [æḱjərəsi] n. 정확, 정 , 정 도. 

hectic [héktik] a. 얼굴에 홍조를 띤, 열이 있는, (구어) 흥분한, 열광적인 

sneaky [sníːki] a. 몰래[가만히] 하는; 비열한, 남을 속이는. 

chapter 4 

triptych 석장 연속된 그림(조각) 

weep 울다, 눈물을 흘리다 

Wretched 가엾은, 불쌍한, 불행한 

Chop off 잘라(베어)내다. 갑자기 (남)의 이야기를 가로막다. 

stick 찌르다, 끼워넣다. 

peel 껍질을 벗기다 

smear 바르다 

plup 과육 

conceivable 상상(생각)할 수 있는, 있음직한 

carton (큰) 판지상자, 판지 상자 안에 넣은 것 

pour 붓다, 쏟다, 따르다 

vaguely 막연하게, 애매하게 

metric 미터의, 계량(측량)의 

boredom 권태, 지루함 

stapling Vt. 분류하다; 선별하다. 

inappropriate [ìnəpróupriit] a 부적당한, 온당치 않은. 

Come off (일따위에서) 손을 뗴다 

recuperate 회복하다 

motto 표어, 좌우명, 격언 

recess 쉼, 휴식; 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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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d 법인[회사] 조직의; 합동[합병, 편입]한 

saltshaker [sɔ́ːlt-ʃèikəːr] 식탁용 소금 그릇 

scurry 종종걸음으로[허둥지둥] 달리다, 급히 가다 

secure 안전한, 위험이 없는 

turban 터번(이슬람교도 남자가 머리에 감는 두건); 터번식 모자; 

specimen 견본(sample) 

bet 내기. 

greedy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Sinister 불길한(조짐 따위), 재난의 

chapter 5 

Follow suit 카드놀이에서 앞 사람이 낸 패와 같은 종류의 패를 내다, 선례를 따르다. 

End up 끝나다; 결국[마침내, 끝내] ~이 되다/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다 

drowning [dráuniŋ] a 혼란된, 좌절된, 이해할 수 없는/ drown: 익사하다 

inconceivable [ìnkənsíːvəbəl] a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못할; 믿을 수 없는 

Leep to one’s feet (기뻐, 놀라) 뛰어오르다, 벌떡 일어서다 

hypnotize [hípnətàiz] v.vt. . ┅에게 최면술을 걸다 

hypnosis [hipnóusis] n. 최면(상태), 최면술. 

inevitable [inévitəbəl] a. 피할 수 없는, 면할 수 없는, 필연적인 

woe [wou] n 비애, 비통; 화, 재난. 

lock n. (머리의) 타래, 머리털 –lockpick: 자물쇠 따개 

pick [pik] v. 따다, 뜯다(pluck), 골라 잡다. 

leach n. 거머리, <경멸적> 착취자 

wheezy [hwíːzi] a. 씨근 거리는, 헐떡거리는; 

spooky [spúːki] a. (spookier; -iest) (구어) 유령 같은;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무시무

시한; (말․여자 따위가) 잘 놀라는, 겁많은. 

In disgust 싫증나서, 넌더리나서 

brag [bræg] n. 자랑, 허풍, ㉺∼gy ―a. 

loathsome [lóuðsəm] a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wretch [retʃ]n. 가엾은 사람, 비참한 사람. 비열한 사람 

brief [briːf] a. 짧은, 단시간의 

concerto [kəntʃértou] n. 협주곡, 콘체르토(관현악 반주의 독주곡). 

Beat up 

(1) 기습하다; 놀라게 하다.  

(2) 북을 두드려 소집하다.  

(3) ~을 호되게 치다, 때리다.  

(4) (경관 등이 담당 구역을) 돌다.  

(5) (속어) 마구 때리다, 괴롭히다, 꾸짖다.  

(6) 〖항해〗 바람부는 쪽으로 엇거슬러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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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에서) 값을 올리다 

inspire [inspáiər] v. ~을 분발하게 하다, 고무(격려)하다 

creepy [kríːpi] a 기어다니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근지러운; 오싹하는 

sneaky [sníːki] a. 몰래[가만히] 하는; 비열한, 남을 속이는. 

snatch [snætʃ] v.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Wiggle out of 꿈틀거리며 빠져나가다(피하다) 

troupe 
[truːp] n. (배우․곡예사 등의) 일단(一團), 한 패. 

vi. (단원으로서) 순회 공연하다. 

atrocious 
[ətróuʃəs] a. 흉악한, 잔학한; (구어) 아주 지독한 

an atrocious crime 잔학한 범죄. 

snuggle [snʌǵ-əl] vi. 다가들다, 다가붙다, vt. 바싹 당기다, 끌어안다 

lap 무릎 

armrest (의자, 소파 따위의) 팔걸이 

sturdy [stə́ːrdi] a 억센, 튼튼한, 완강한; 불굴의 

chapter 6 

robbery 강도, 약탈 

austere 준엄한, 엄숙한, 위엄있는, 엄격한 

severe 엄한, 용서없는 

patchy 누덕누덕 기운, 긁어 모은, 뒤죽박죽인 

enforce 시행하다, 실시하다, 집행하다, 강요하다 

shrimp 작은새우 

make a mess of ~을 망쳐놓다, 엉망으로 만들다 

applauding 박수갈채 

melt away 녹아 없어지다, ~을 흩뜨리다, 황홀해지다, 황홀하게 하다 

queasy 메슥거리는 

fake 날조하다, 모조하다, 위조하다 

rip off ~뜯어내다, 벗기다 

stinking 악취를 풍기는, 냄새 고약한 

drone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웅웅(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다 

droning : an unchanging intonation( monotone ) - 단조로운 말투의 

stern 엄중한, 근엄한, 심각한 

swish 휙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 

patchy 군데군데 있는 드문드문있는, (질적으로)고르지 못한 

slip away 사라지다 없어지다 죽다 

eerie 괴상한, 으스스한 

snicker (남을 얕보는) 낄낄 웃음, 숨죽여 웃는 웃음(giggle) 

rod 막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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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항복 굴복하다 투항하다 (권리 등을) 포기하다 

surrender : give up or agree to forgo to the power or possession of 

another 

whirl 빙그르르 돌다 마음 생각등이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queasy 욕지기나는, 메스꺼운 약간 불안한 

tiptoe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다 

trudge (지쳐서) 터덜터덜 걷다; (무거운 것을 들고) 느릿느릿 걷다 

smug (못마땅함) 의기양양한, 우쭐해 하는 

brag (심하게) 자랑하다(우쭐대다) 

privilege 
a special advantage or immunity or benefit not enjoyed by all  

- 특권, 혜택, 면책특권 

dismissive showing indifference or disregard - 거부하는 부정적인 

Out with it 얼른 말해! 

idiotic 바보같은 

crouch 쭈그리고 앉다 

stick out ~을 내 다 

abruptly 갑자기 

get the hang of ~의 요령을 알다, 이해하다, 방법을 알다 

report (도착을) 알리다, 보고하다 

chapter 7 

schóol day 
① 수업일; (하루의) 수업 시간. 

② (pl.) 학교[학생] 시절. 

austere [ɔːstíər] a. 엄(격)한, 준엄한, 가혹한. 

obsession [əbséʃən] n. (귀신․망상․공포 관념 따위가) ┅을 사로잡음, 강박관념, 망상. 

An ounce of ~ 극소량 

rambling [ræḿbliŋ] a 어슬렁거리는, 산만한, 무질서하게 뻗어 있는 

autopilot [ɔ́ːtoupaìlət] n 자동 조종 장치(automatic pilot) 

infant [ínfənt] a. (7세 미만의) 유아의, 유년기의, 초기의, 미성년의 

diminishing [dəmíniʃiŋ] a. 점감(漸減)하는. 

In unison 제창[동음]으로; 일제히, 일치하여(행동하다 따위) 

Sneak away 몰래 내빼다 

beverage [bévəridʒ] n. (보통 물 이외의) 마실 것, 음료. 

fishy [fíʃi] a 물고기의[같은], 비린내 나는, (구어) 의심스러운, 믿어지지 않는 

on behalf of a 

person  

= on a person's behalf 

남을 대신[대표]해서, 남을 위해서 

staple [stéip-əl]n. 주요 산물, (담화 따위의) 주제. (스템플러) 모양 철자 심 

flimsy [flímzi] n. 얇은 종이,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5  [THE AUSTERE ACADEMY] 
 

<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solitary [sɑĺiter̀i / sɔĺit-əri] a, 고독한, 외로운, 쓸쓸한 

creepy [kríːpi] a. 기어다니는; 느릿느릿 움직이는,오싹하는 

scratchy [skræt́ʃi] a. (글씨․그림 따위를) 휘갈긴, 날림의.(펜따위가) 긁히는,직직 소리

나는 

luminous [lúːmənəs] a  빛을 내는[쐬인], 빛나는 

prickly [príkli] a. 가시가 많은, 바늘투성이의; 꺼끌꺼끌한 

tricky [tríki] a. 속이는, 교활한, 방심할 수 없는 

revolting [rivo ́ultiŋ] a 배반[반란]하는; 혐오할 만한 

On your mark(s)! (경기에서) 제자리에 

Get set. 준비를 갖추다 

tedious [tíːdiəs, -dʒəs] a. 지루한, 싫증나는 

pay close attention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신중을 기하다 

keen 명민한 

cook up ~ 을 꾸며내다 

be up to ~ 가 (결정)할 일이다. 

wane 약해지다 

thrust (거칠게) 다, 찌르다 

dip (액체에) 살짝 담그다 

take a page from a 

person's book 

남을 모방하다 

on your marks! 

get set! go! 

제자리에! 준비! 땅! 

pace oneself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다 

conserve 아끼다 

be in good/bad/etc 

shape 

좋은/나쁜/등등의 컨디션이다 

  

chapter 8 

wince [wins]  vi. 주춤하다, 질리다, 움츠리다. 

acronym [æḱrənìm] n. 약성어(略成語), 두문자어(頭文字語) 

appropriate [əpróuprièit] vt 충당하다, 사유하다, 횡령하다, 훔치다 

Landing strip 활주로 

lettuce [létis] n 상추, 양상추. 

crispy [kríspi] a 부서지기 쉬운, 바삭바삭한, (머리가) 곱슬진 

crouton [krúːtɑn, -- ́/ krúːtɔn] n. 크루톤(버터로 구운 삥의 조각). 

faint [feint] a. 어렴풋한, 희미한, 약한 

stumble [stʌḿb-əl] v. 실족하여)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Stalks of celery 샐러리 한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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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unce (화가나서) 뛰쳐나가다, 뛰어들다 (off) 

Sneak out of  

(a room) 

살짝 (방에서) 나가다 

Keep an eye on ~을 감시하다, ~에 유의하다 

In shifts 교대로 

disgrace [disgréis] n 불명예, 체면손상, 치욕, 창피 

stringy 
[stríŋi] a. 실의, 끈의; 섬유질의; 줄이 많은; (고기가) 힘줄 투성이의; 끈적끈

적한, 실오리처럼 늘어나는; (사람이) 체격이 늠름한. 

beloved [bilʌv́id, -lʌv́d] a 사랑하는, 귀여운, 가장 사랑하는 

be up to 
뒤에 사람이 오면 '~가 결정할 일이다' 

뒤에 사물이 오면 'to be busy doing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bad' 

yawn 하품하다 

catch up on sleep 부족한 잠을 보충하다 

gob  (걸쭉한 것의) 조금 

dip v. '살짝 담그다' n.'소스' 

frowning 찌푸린 얼굴의, 불쾌한; 험상궂은 표정의 

alarm 불안, 공포 불안하게(두렵게) 만들다 

sore (보통 빨갛게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을 많이 써서) 아픈 

luminous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swoop 급강하하다 위에서 덮치다 

sip (음료를) 홀짝이다(거리다), 조금씩 마시다 

stalk (식물의) 줄기 

flip 홱 뒤집(히)다, 휙 젖히다 (책장을) 휙휙 넘겨봄 

clutch (세력의) 손아귀 

chapter 9 

flunk 
낙제하다 시험에 떨어지다. 낙제시키다 

- Flunking school 퇴학당하다(시키다) 

plague 전염병, (고통, 문제로)괴롭히다. (요구, 부탁으로) 성가시게 하다 

fatigue a feeling of extreme phsical or mental tiredness 

crabby bad-tempered and unpleasant to people 괴팍한 

yank 홱 잡아당기다 

skip off 
to leave work, school, etc, early or without authorization  

급히 떠나다, 몰래 빠져나가다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나면 

On earth ① 지상에(서);이 세상에서. ②도대체, 대체.  ③전혀, 조금도 

Due to ① ~에 기인하는, ~때문에. ②~때문에(because of). 

sinisterly 불길하게, 사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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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erate 자포자기의, 무모한. 

pant 숨차다, 헐떡거리다. …을 헐떡거리며 말하다( out, forth ). 

sweaty 땀투성이의, 땀에 흠뻑 젖은; 땀을 빼게 하는; 힘드는. 

imprint 새기다, 각인되다. 자국을 내다. 

blob (걸쭉한 액체의) 방울; (잉크 따위의) 얼룩. 

blearily 침침하게, 분명치 않게. 

stumble (~에 걸려)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 비틀비틀(휘청휘청) 걷다. 

groggy (극도의 피로,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휘청거리는 

But and 남과 마주보고서 

doze [douz]졸다, 선잠[풋잠] 자다( off )[over ]. 

mob 폭도, (난동을 부리는) 군중. 폭도[군중]의 

Stay up all night 온밤을 꼬박 지새우다. 

Fall by the wayside 중도에서 낙오[좌절, 포기]하다 

tyrannical 전제적인, 폭군적인; 무도한, 포학한, 전제 군주의. 

idiot 천치, 바보, 멍청이 

weary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지쳐있는 

Taking a nap 낮잠을 자고 있다. 

frustrate [계획 따위]를 좌절시키다, 망가뜨리다, 헛수고가 되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

Make fun of ~을 놀려대다, 조롱하다 

A bunch of ~떼, 무리 

nursery 아기방 

dismiss  (사람을) 보내다, 해산시키다 

vicious 사나운 

call on (이름을 불러 학생에게) 시키다 

ruefully 유감스럽게 

summon 소환, 호출 

venetian  베네치아풍의 

utterly  완전히, 순전히 아주 

imprint (B에게 A를) 각인시키다 

shudder 몸을떨다 몸서리치다 전율하다 

torch 횃불 손전등 

glow 빛나다, 타다 불빛 

suffer  (질병・고통・슬픔・결핍 등에) 시달리다; 고통받다 

nasty 끔찍한 형편없는 

pat 토닥거리다 토닥거림 

blink 눈을 깜빡이다 

trudge 터덜터덜걷다. 느릿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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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blurt 불쑥 내뱉다(말하다) 

stride 성큼성큼 걷다 성큼성큼걸음 

groan (고통・짜증으로) 신음(끙 하는) 소리를 내다 

comprehensive 

exam 

졸업시험 

chapter 10 

territorial 영토의, 지방적인 

In a pinch <구어> 위기를 맞아, 만약의 경우, 일단 유사시에 

whisk 
 [먼지 따위]를 털어내다, 털다, ~을 휙 채어가다, 데러가다, 

 잽싸게 움직이다 

Bony fingers. 뼈가 앙상한 손가락 

mournful 슬픔에 잠긴, 한탄하는, 애석하게 여기는, 가엾은 

elude ~을 교묘히 피하다,~을 면하다.[남의 눈]을 속이다,파악하기 쉽지 않다. 

desperately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자포자기하여, 절망적으로 

There is no way  

of doing 
~ 할 수[방법]가 없다. 

suspicion 의심, 수상쩍음, 혐의, 알아챔, 

Keep out of ~을 멀리하다, 피하다, 간섭하다 

treachery 배반 반역 음모 불신행위 

flunk 낙제하다, (시험에) 떨어지다 낙제시키다, (시험에서) 떨어뜨리다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strangling 교살하다, 목 졸라 죽이다 

bathe (몸을) 씻다, 세척하다 

snitch (아이가 부모님・선생님에게) 일러바치다(고자질하다), 훔치다 

haunt (불쾌한생각이)뇌리에서 떠나지 않다 (오랫동안) 계속 문제가 되다 

string 끈. 줄 

sneak 살금살금(몰래)가다 (허락을 받지않고)몰래 하다 

crust 딱딱한 표면 

quarter 구역, 숙소 

nap 낮잠자다 

chapter 11 

masquerade 가장[가면] 무도회 

duchess 공작부인 

Winnipeg 위니펙( , 가축의 대집산지) 

dragonfly 잠자리 

scurry 종종 걸음으로 달리다, ~을 허둥대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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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spinach 시금치 

mimic 모방의, 모조의, 흉내내다 

Keep one’s head 

down 
(고개를 낮추어) 위험[세간의 눈]을 피하다, 자중하다. 

Go through 

① ~을 통과하다, 빠져 나가다; ~에 스며들다.  

② (법안 따위가) 의회를 통과하다, 가결되다.  

③ [과정~수속 따위]를 마치다, 밟다; [의식 따위]를 행하다 

arouse ~을 깨우다, 눈뜨게 하다, 각성하다 

unravel (실)을 풀다, 끄르다, 해명되다 

casual 우연한,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signaling 신호법, 신호를 나타내기 

grappling 꽉 잡는(고정시키는) 도구 

Lounge around 빈둥거리다 

grumpy 심술이 난, 기분이 언짢은, 무뚝뚝한 

bumpy 울퉁불퉁한, 덜컥덜컥 흔들리는, 기복이 심한 

snip ~을 싹둑 자르다, 

deodorant 탈취제, 디오도란트(체취 방지용 화장품) 

wrack 고문하다 

spiky 대못이 있는, 대못투성이의, 길고 끝이 뾰족한 

cozy 아늑한, 신중하게, 주의깊게 

famed 아주 유명한 

masked ball 가장무도회 

thread 실 

recite 죽 나열하다 

regard 평가하다 

pay phone 유료전화, 공중전화 

yarn 실 

come hell or high 

water 
어떤 일이 있어도 

herd  (짐승을) 몰다 

retreat 물러가다, 도피하다 

tinker 어설프게 고치다, 손보다 

chapter 12 

assumption (근거 없는) 가정, 억설, 추정, 전제 

booklet 소책자, 팸플릿 

consecutive 연속적인, 계속되는 

mushroom 식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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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chitchat 간단한 대화, 잡담, 수다떨다 

weasel 족제비, 교활한 사람 

matric <영국 구어> (대학) 입학 자격 시험(matriculation) (지금은 GCE로 대체). 

 -wise ? manner, position, direction의 뜻의 부사를 만든다. 

gorgeous (시각적으로) 화려한, 호화로운, 눈에 번쩍 띄는. 

scraggly 울툭불툭한, 들쭉날쭉한, (털 따위가) 텁수룩한 

take a person's 

word for 
~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 

chapter 13 

dash off 급히 가버리다 

put ~ out of one's 

misery 
안락사시키다 

get it the way of 방해되다 

crook 구부리다 

foist (가짜 등을) 떠맡기다 (on(to), upon) 

bizarre 기이한 

notion 생각, 관념 

prejudice 편견을 갖게 하다 

persecution 박해 

Oh, gross! 
으~ 역겨워! 

- gross: <미국 속어> 메슥거리게 하는 

billow (연기, 구름 등이) 피어 오르다 

pollution 공해 

huff a puff 
헉헉거리다 

- puff: 한 번 불기 

gain on ~에 점점 가까워지다 

intrude 방해하다 

endure 참다 

pry 떼어내다, 비틀다 

tuck 집어넣다 

streak (줄 같이) 긴 자국을 내다 

surge (강한 감정이) 휩싸다, 휘감다 

rustle 바스락거리다 

voe 맹세하다 

scraggly 울툭불툭한, 들쭉날쭉한; (털 따위가) 텁수룩한 

shrug 어깨를 움츠리다 으쓱하다 

sack 큰 부대, 자루, 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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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리딩 카페> 

만든이) 카 ,하얀향기,이얏호,휘리링,신루,찡긋찡긋,푸른꿈 (정리:동댕이) 

whisk (먼지 따위)를 털어내다, 털다 

insulting 모욕적인, 무례한 

nasty 몹시 더러운, 불결한. 심술쟁이, 질이 좋지 않은 녀석 

toothy 이를 드러낸 

elaborate 정성들인 공들인 

frowning 눈살을 찌푸린, 찌푸린 얼굴의 

assorted 유별된 여러 가지를 한데 모은, 구색을 갖춘; 잡다한, 다채로운 

villain 나쁜 사람 악한 악당 

solemn 진지한, 엄숙한, 장엄한 진지한 체하는, 거드름 피우는 

wretch 가엾은 사람, 불행한 사람. 철면피, 비열한, 비루한 사람. 

shoelace 구두끈 

knot 매듭 

undone 하지 않은, 마무리짓지 않은; 취소한; 정리된 파멸한, 몰락한 

glisten 반짝반짝 빛나다, 번쩍거리다 

shove …을 다, 어 움직이다; (거칠게) 치다 

tug …을 세게 끌어당기다, 별안간 잡아당기다 

vigorously 발랄하게, 힘차게. 

deafening 귀청이 터질 것 같은 

sickening 욕지기나게 하는 

pound …을 두드리다, 연거푸 치다 

rear 뒤, 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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