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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anna 단어장 made by 길벗의앤
blog.naver.com/annerheekim

CH1 Miss Polly

pitcher 주전자

tip over 뒤엎다

composure 침착, 평정

stifle 억누르다, 참다

homestead 주택, 농가

cot 아기침대, 군용침대

rejoin 대답하다 / 다시 합류하다

falter (자신감없이) 흔들리다, 더듬다

haughtily 거만하게

meagre 빈약한, 변변찮은

disagreeable 유쾌하지 못한

remonstrance 항의, 불평

to one's credit 기특하게도, ~의 명예가 되게

break 단절

have to do with ~와 관계 있다

for a time 당분간, 잠시, 임시로

CH2 Old Tom and Nancy

ardour 열정

efface 없애다

there were times when~ ~한 때가 있었다

punctuate 문장에 구두점을 찍다 --> 강조하다

wring (빨래, 걸레를) 짜다

mighty 굉장히, 대단히

doggedly 완강하게

go on with 계속 ~ 하다

scoff 비웃다, 조롱하다

bunnit bonnet(모자)의 방언으로 추측됨

posies 꽃

thistle 엉겅퀴

indignantly 분개하며

jest 농담하다 / just의 방언

bile 분노, 증오 / 담즙

CH3 The Coming of Pollyanna

in due time 머지않아, 때가 되어

dormer 지붕창

aright 옳게, 제대로

own~up 잘못을 인정하다, 자백하다

saunter 한가롭게 거닐다

alight 흥분에 겨워 빛나는, 불붙은

smother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clasp 꽉 움켜쥐다, 껴안다, 잠그다 / 버클(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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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 ~을 입은, ~의 옷차림을 한, ~으로 덮인

ensconce 안락하게 자리를 잡다

basque 여성용 속옷

a good deal 상당히

forlorn(ness) 쓸쓸한, 황량한, 버려진

slick 겉만 번지르르한

exult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다

rock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

CH4 The Little Attic Room

scandalized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분개한

unyielding 고집센 

on account of~ ~ 때문에

might as well ~하는 편이 낫다

tremulously 떨면서

anew 처음부터 다시, 새로

tint 색조, 색깔

tread 디딤판 / 밟다

gilt 금박

mesh 망사, 그물망

as to be ~에 관하여

see fit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bestow 주다, 부여하다

heedlessness  부주의함

croon 흥얼거리다

stoutly 결연하게, 용감하게

wistful 아쉬워하는, 애석해하는

designated 지정된

pay no heed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신경쓰지 않다

nimbly 날렵하게, 민첩하게

limb 나뭇가지 / 팔

bate 줄다, 감소하다

with bated breath 숨죽인채

thread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 실

nigh 거의, 가까이

stroll 산책, 산책길, 산책하다

CH5 The Game

my stars and stockings! 맙소사

demur 의의를 제기하다

crutch 목발

come in handy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되다

goosey 바보!

snippy 쓰레기의, 부스러기의 / 건방진

behind the(one's) teeth 소리 죽여, 낮은 목소리로의 의미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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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eeth가 소리 죽여의 의미이고

in the teeth가 터놓고, 맞서서의 의미이므로)

after a fashion 어느 정도

concede 인정하다

go over 검토하다, 점검하다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하게도

upon my soul 이거 놀랐는걸 / 멩세코

CH6 A Question of Duty

with rapid fingers 서둘러서, 재빨리 의 의미로 추측됨

(pull one's fingers out = Hurry up

work one's fingers to the bone 뼈빠지게 일하다)

catch one's breath 헐떡이다

precipitately 갑자기(precipitate : 갑자기 몰아넣다, 촉발시키다)

conglomerate 잡다한 물건의 복합체

scrutiny 정밀 조사

as soon as not 기꺼이

rudiment 기초, 기본

forenoon 오전

fig 무화과

impertinent 무례한, 버릇없는

forlorn 황량한, 버려진, 쓸쓸해 보이는

CH7 Pollyanna and Punishments

expedition 탐험, 원정

porte-cochere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마차(차) 출입구

resound 울려퍼지다

stalk 성큼성큼 걷다 / 몰래 접근하다, 식물의 자루

CH8 Pollyanna Pays a Visit

pay a visit 방문하다=visit

retort 쏘아붙이다, 대꾸하다

tersely 지나치게 간결하게

inasmuch as ~인 점을 고려하면, ~이므로

cantankerous 성미가 고약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hanker 갈망하다

broth 수프, 죽

listlessly 무기력하게, 힘없이

coo 달콤하게 속삭이다 / 비둘기 울음소리 구구

prink 몸치장을 하다(primp)

grudgingly 마지못해

deftly 솜씨좋게

refractory 다루기 힘든, 난치의

ruffle 헝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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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giously 엄청나게

perilously 아주 위험하게

brow

knack 솜씨, 재주, 요령

conciliation 달램, 위로, 회유

CH9 Which Tells of the Man

blithesomely 쾌활하게, 태평스럽게

preposterous 말도 안되는, 엉뚱한, 파격적인

mite 약간, 조금 / 진드기

surmise 추측하다

take up one's cross 고통을 견디다, 인내하다

get a skeleton in one's closet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perverse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비뚤어진

refrain 삼가다

gimcrack 싸구려의

CH10 A Surprise for Mrs Snow

invalid 병약자 / 효력없는, 근거없는, 인식 불가능한

crave 열망하다, 갈망하다

tripe 양(양, 대창이라 할 때의 양, 위의 안쪽 부분)

thrash (around) 몸부림치다, 요동치다 / 때리다

commence 시작되다

blithely 태평하게, 쾌활하게

wasted 쇠약한, 헛된

disconcert 불안하게 만들다

scamper 날쌔게 움직이다

call on 방문하다, ~에게 시키다

exultingly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의기양양하게

headlong 앞뒤 살피지 않고, 황급히, 머리부터 거꾸로, 곤두박질쳐서

CH11 Introducing Jimmy

mangy 지저분한, 초라한

croon (조용히 부드럽게) 노래하다

remonstrate 항의하다

abhor 혐오하다

dumbfound 놀라서 말을 못하다

disconsolate 암담한

whittle  나무를 깍아 뭔가 만들다

assertion 주장, 행사

Honest injun? 정말로? 진짜? (injun : 아메리칸인디언)

peremptory 위압적인, 독단적인

detain 구금하다, 붙들다

sombre 칙칙한, 침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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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2 Before the Ladies' Aid

pucker  입술이 오므라지다, 잔주름이 잡히다, 구겨지다

vestibule 큰 현관

falter (자신감이 없어서) 흔들리다, 머뭇거리다

phraseology 어법

did you ever!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이런 일이 다..!

animatedly 활발하게

mortification 굴욕, 금욕, 고행

CH13 In Pendleton Woods

notwithstanding 그래도, ~에도 불구하고

yelp 비명을 내지르다

beseeching 간청하는, 애원하는

eloquent 감정을 드러내는, 뭔가를 생생히 표현하는 / 웅변을 잘하는

compounded 빌어먹을, 망할(compound :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당황시키다)

single out ~중에 하나를 뽑아내다

in a whirl 빙빙 돌아, 혼란에 빠져

tarnish 빛바랜

andiron 난로 안의 장작 받침대

pertinent 적절한

litter 어질러진 것들, 쓰레기, 어지러운

limply 기운 없이 축 처진

CH14 Just a Matter of Jelly

remorseful 후회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Scylla 스킬라 (큰 바위에 사는 머리가 여섯, 발이 열두 개인 여자 괴물) 

Charybdis 카리브디스 (Sicily 섬 앞바다의 큰 소용돌이; 배를 삼킨다 함)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멸의 

 불가항력적 괴물들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acquiesce 묵인하다

CH15 Dr. Chilton

masonry 석조부분

gig 2륜마차 / 일, 공연

whimsical 엉뚱한, 즉흥적인, 예측할 수 없는

grouch 불평

tenor 취지, 대의 / 테너

sumptuous 호화로운

standpoint 관점, 견지

centipede 지네

confounded 빌어먹을

abet (나쁜 일을 )사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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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ltation 굉장한 행복감

chipmuck 북미산 얼룩다람쥐

poser 곤란한 질문

CH16 A red Rose and a Lace Shawl

kink 구부러진 것, 뒤틀림

unaccountable 이해할 수 없는, 책임질 필요 없는

survey 점검하다, 조사하다, 측량하다

trellis 덩굴용 격자 구조물

recoil 움찔하다, 움츠러들다

thrust 밀다, 찌르다

rig 조작하다

CH17 Just Like a Book

get away 도망치다 / 떠나다, 출발하다 / ~을 제거하다, 빼앗다

mope 맥 빠진 채로 지내다, 울적하게 보내다

exquisite 매우 정교한, 매우 아름다운

curio 작고 특이한 수집품

demur 이의를 제기하다

what beats me 내가 잘 모르겠는 건 말야~

beat me : 이해가 안 가다

be right under your nose 바로 네 코 앞에(네 눈 앞에) 있다

 a furtive glance 슬쩍 엿보기 (furtive : 은밀한, 엉큼한)

incredulous 믿지 않는, 못믿겠는듯한

as plain as the nose on one's face 지극히 명백한

disdainful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slick 겉만 번드르르한

CH18 Prisims

chafe 짜증내다, 애태우다 / 피부를 쓸리게 하다

get beyond ~너머로 가다

out of sorts 몸이 불편하다, 몸이 찌뿌둥하다, 기분이 언짢다, 우울하다

bevelled 면이 비스듬한, 사면의

band 줄무늬

candlelabrum 가지가 달린(여러개를 꽃을 수 있는) 촛대

slip off 재빨리 벗다, 벗겨내다

CH19 Which is somewhat surprising

preliminary 예비의

hand and foot 완전히, 충실히, 부지런하게 / 손발을 다함께, 손발을 못쓰게

spasm 발작, 경련

inarticulate 불분명한

dimple 보조개를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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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 Which is more surprising

yield 양보하다

restraint 자제, 규제, 통제

wager ~임이 틀림없다 / 돈을 걸다, 내기, 도박

CH21 A Question Answered

aggrieved 분개한, 억울해하는

in due time 머지않아

distressful 고민이 많은, 괴로운

sheer nonsense 전혀 터무니없는 말

pathos 연민을 자아내는 힘, 페이소스

CH22 Sermons and Woodboxes

reverend 목사

tumult 심란함, 혼란스러움, 소동

wrought 변화를 초래하다 / 만든(work의 과거분사[고어])

wrangle 언쟁, 다툼

rebuke 꾸짖다, 질책하다

deacon 교회 집사, 카톨릭 성당의 부제

be at swords' point 서로 사이가 아주 나쁘다

brood 걱정거리나 화나는 일을 곱씹다, 되씹다 / 새가 알을 품다

wag tongues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혀를 나불거리다(wag : 꼬리를 흔들다)

superintenent 관리자, 감독관

the last straw 마지막 한계

squarely 정면으로, 똑바로, 정확하게

standstill 정지, 멈춤, 답보상태

scribes and pharisees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damnation 지옥살이

mint, anise, cummin 박하, 회향, 근채

마태23:23 화(禍) 있을진저 외식(外飾)하는 서기관(書記官)들과 바리
새인(人)들이여 너희가 박하(薄荷)와 회향(茴香)과 근채(芹菜)의 십일
조(十一條)를 드리되 율법(律法)의 더 중(重)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行)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denunciation 공개적인 맹렬한 비난

scathe 혹평하다, 헐뜯다

utter 말을 하다, 소리를 내다 / 완전한, 순전한

sacred 성스러운, 종교적인

emphatically 단호히, 힘차게, 강조하며

harp on ~에 대해 (지겹도록) 계속 얘기하다

rut 틀에 박힌 생활 / 부드러운 땅에 생긴 바퀴자국

win out 수행해내다, 성취하다, 헤쳐나가다

bugle-call 집합 나팔 소리-> 갑자기 라는 의미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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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3 An Accident

 evasive 얼버무리는, 회피하는

obliging 도와주는, 친절한

convulsively 헐떡거리며, 발작적으로(convulsive 경련성의, 발작적인)

infernally 지독하게, 지옥같이(infernal : 지긋지긋한, 지옥의)

imploring 애원하는, 간청하는

CH24 John Pendleton

ail 아프게 하다, 괴롭히다

appendicitis 충수염

measle 홍역

harness 마구

crosspatch 까다로운 사람, 잘 토라지는 사람

deride 조롱하다

mock 놀리다, 무시하다

whild goose chase 헛고생 하다, 헛된 시도를 하다

wild goose(야생기러기)는 잡기도 어렵고 잡아봤자 맛도 없다 함

horse sense 상식

brusquely 퉁명스럽게

mercenary 돈이 목적인, 돈만 바라보는

CH25 A Waiting Game

suffuse 퍼지다

bridle 기분 나쁜 듯이 고개를 치켜들다 / 굴레, 굴레를 씌우다

CH26 A Door Ajar

perturbation 심리적 동요, 작은 변화

heartache 심적 고통

CH27 Two Visit

terseness(terse)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간결한

piquant 짜릿한, 흥미진진한 / 맛이 톡 쏘는

dainty 맛있는 것 / 앙증맞은, 조심스러운

morose 시무룩한, 뚱한

CH28 The Game and its Player

incoherent  (감정이 북받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제대로 말을 못하는

account for ~을 해명하다, ~의 이유가 되다, ~을 차지하다

volubility 수다, 유창, 다변

worsted 소모사(梳毛絲) 

culminate ~으로 끝이 나다, 막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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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anna 단어장 made by 길벗의앤
blog.naver.com/annerheekim

make headway (서서히, 어렵게) 나아가다, 진전하다(headway : 발차시간 간격)

CH29 Through an Open Window

waif 못 먹어서 비쩍 마른 사람

stealthily 몰래, 은밀히

CH30 Jimmy Takes the Helm

helm (배의) 키

agitate 마음을 뒤흔들다, 애태우다, 휘젓다, 요구하다 

CH31 A New Uncle

CH32 Which is a Letter from Polly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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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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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ook.interpark.com/display/collectlist.do?_method=ListSeriesBook&sc.seriesNo=8808&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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