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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Poppins Comes Back
즐거운리딩~

CH. 2. Miss Andrew's Lark
breeches 반바지
of one's own accord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put a person in the wrong 틀린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다. 남의 잘못된 것을 밝히다.
hamper 뚜껑 있는 바구니
preposterous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for love 사랑하여 좋아서 무상으로 거저
impertinent 건방진 뻔뻔한
impudent 건방진
Brimstone and treacle 유황과 특효약? 아마 애들 버릇 고칠 때 쓰는 것인 듯....
매와 채찍 이런 걸까요?
dilapidated 황폐한 파손된 헐어빠진
meekly 얌전하게 참을성 있게
edge 몸을 옆으로 하고 비스듬히 나아가다...인데 아마 몸을 기울이다 정도 뜻인 듯

CH. 5. The New One
pennorth : pennyworth
saunter : 어슬렁어슬렁 거다.
oblige : ...에게 은혜를 베풀다. 기쁘게 해주다.
railing : 난간, 울타리
scuttle : 서둘러 가다.
winder : 나선 계단?
coo : 달콤하게 속삭이다. 부드럽게 말을 걸다.
Trinket : 작은 장신구
banister : (계단의) 난간
brush past : 스치다. 살짝 부딪치다.
bargain for : (부정어와 함께) ...을 기대하다. 믿다.
bluster : 떠들다.
stoop : 허리를 굽히다.
Starling : 찌르레기
Magpie : 까치. 수다쟁이.
somersault : 공중제비
Doomsday : 최후의 심판일, 세상의 마지막 날.
scoff : 비웃다
swoop : 덤벼들다. 덮치다.
flounce : 주름 장식
flutter : 퍼덕거리다

wobbling : 건들거리다. 비틀거리다. 갈팡질팡하다.
alight : (새가) 내려 앉다.
sparrer : 싸움꾼, 난봉꾼
litter 어지르다
haughty 건방진, 도도한
Fledgling 깃털이 갓난 새, 풋내기, 신출내기
wheedling 감언으로 설득하다.
Arrowroot 칡의 일종
cheep 삐악삐악 울다.
flap 퍼덕거리다.
tip 기울이다. 쓰러지다.
cheeky 건방진, 뻔뻔스러운
fling off 내던지다. 팽개치다.
lame 절름발이의. lamely - 더듬거리며
tauntingly 조롱하여. 냉소하여
jeer 조소하다. 야유하다.
gruffly 걸걸한, 거친,
prance 날뛰다, 껑충거리다
ominous 험악한, 기분 나쁜, 불길한
cluck 꼬꼬하고 울다
flick 살짝 때리기
chirpy 쾌활한, 짹짹 지저귀는
tassel 장식 술
fretful 까다로운, 짜증내는,
speckle 반점
heave 들어 올리다, 높이다, 부풀리다

CH.6 . Robertson Ay's Story
stravaig 하릴없이 빈둥거리다
priggish 깐깐한. 아니꼬운
Squaw 북미 인디언 여자
scallop 부채모양으로 하다. 조개 모양으로 만들다.
slouch 앞으로 수그리다.
purse up her lips 입을 오므리다
saunter 어슬렁거리다
rap 비난하다. 욕하다.
huddle 모이다. 몸을 둥글게 웅크리다.
preposterous 터무니없는
splendiferous 훌륭한. 화려한
granite 화강암
coffer 금고
ermine 산족제비털로 만들어진...어민
(북방 족제비의 흰색 겨울털. 왕들의 가운, 판사의 법복 등을 장식하는 데 쓰임)
train 옷자락.

nag 귀찮게 들볶다.
spike 대못으로 고정시키다.
sceptre 왕홀
lollop 느릿느릿 걷다
braise 기름에 볶음.
treacle 당밀
knucklebone 구슬치기놀이
barrow 두바퀴 손수레
cock 위로 젖히다
infancee...infancy 를 운율 맞춰서 적은 듯..^^;;
airily 즐겁게. 경쾌하게.
shimmer 아른아른 빛나다.
implore 간청하다.
livery 제복 차림
squirm 꿈틀거리다. 몸부림치다.
rhododendron 진달래
tool-shed 도구창고
water-butt 빗물통..수조
trundle 굴리다.
towering 지나친
stud 커프스 단추
sack 해고하다..

CH. 7. Evening Out
183)

snap : 딱딱거리며 말하다
sulky : 부루퉁한
fling back : 되던지다. (여기서는 다르게 말을 삼키는 것을 말하는 듯...)

184)

blunt : 무딘
streak : ...에 줄이[줄무늬가]지다. 번개처럼 질주하다

185)

but v. ‘그러나’라고 말하다.
But me no ∼s = Not so many ∼s, please. ‘그러나, 그러나’라고만 말하지 마.
(But는 임시 동사, ∼s는 임시 명사의 용법).
squeal :끽끽 비명을 지르다.
stab : 찌르기

186)

whisk : 털다.
starch : (옷에) 풀을 먹이다
gulf : 갈라진 틈

187)

duck your head : 홱 머리를 숙이다.
burrow : 파고들다. 숨기다.

188)

muffle : 감싸다. (소리를) 둔탁하게 하다.
smothercate (= smother 인 듯) 질식시켜 죽이다.
squib : 폭죽

189)

clasp : 꽉 쥐다
giddy : 현기증 나는, 눈이 핑핑 돌아가는

190)

troupe : 일단. 한패
constellation : 별자리. 멋진 차림의 신사 숙녀들의 무리.

191)

sling : (옷을) 걸치다.
tier : 줄, 단, 층, (계단식 관람석 등의) 한 단[줄]

192)

prance : 뒷발로 뛰어다니다. 날뛰며 나아가다
hoof : n. 발굽 v. 걷다. (탭댄스를) 추다.
thresh up : 타작하다. 도리깨질하다. 때리다.
ring : 원형. (경기)장. 동물전시장.
pompon : 방울술(장식)

193)

sawdust : 톱밥
Siamese : 샴의, 샴 사람 (샴쌍둥이의 뜻인 듯)
currant : 건포도
bun : (빵) 번
finny : 지느러미가 있는
lumber : 쿵쿵 걷다. 무겁게 움직이다.

194)

shuffle : 발을 질질 끌다. 뒤섞다.
loll out : 축 늘어뜨리다

195)

snatch n. 잡아챔, 단편, 소량.
paw v. 앞발로 차다. 할퀴다.
fanfare : 팡파르
neigh : (말이) 울다
comet : 혜성

196)

braided : 땋아 내린
plum : 서양자두
gust : 돌풍. 확 타오르는 불길. (감정의) 폭발
waft :(물체·소리·냄새 따위를) 부동(浮動)시키다, 감돌게 하다;
가볍게 나르[보내]다.
lap : 둘러싸다.

197)

lash : 챗열. 채찍의 휘는 부분.
canter : 느린 구보로 나아가다.
ajar : (문이) 조금 열리어

198)

spang : 불시에. 완전히. 정면으로.
hoop : 테. 굴렁쇠
Hup! : 이랴! (말을 몰 때)

200)

dusk : 황혼. 어스름.
graze : 풀을 뜯어먹게 하다.

201)

baa-ing : 매애하고 울다. (양이 울 때)
Castor : 카스토르 (쌍둥이자리의 알파성)
Pollux : 폴룩스 (쌍둥이자리의 베타성)
bob : 홱홱 움직이다. 갑자기 아래위로 움직이다.
bumpy : 울퉁불퉁한, (음악 등이) 박자가 불규칙한.

202)

lash : v. 채찍질하다.
alack : 슬프도다. 가엾도다.

203)

succulent : 즙이 많은.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seasoned : 조미한. 맛을 낸

204)

skipping-rope : 뛰어넘는 줄. 줄넘기

rumble :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나게 하다.
205)

gruffly : 난폭한. 무뚝뚝한
squeaky : 찍찍거리는. 삐걱거리는
honeycomb : 벌집.
lair : 야수의 잠자리. 굴.
stumble :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hurtling : 돌진하다. 충돌하다.

206)

tumble : 넘어지다. 넘어뜨리다.
stoop : 몸을 구부리다. 웅크리다. 기울이다.
heel : 뒤꿈치
sweep : 휩쓸다. 당당히[조용조용히] 나아가다; 옷자락을 끌며 가다.
bellow : (소가) 큰 소리로 울다. 짖다.

207)

bowl : 굴리다. 공굴리기를 하다.
wander : 어슬렁거리다. 길을 잃다.

208)

clutch : 꼭 잡다.

211)

lap about : 싸다. 휘감다.
fiery : 불의
scramble : 기어오르다. 서로 다투다.

212)

strike up :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 (악곡을) 타기 시작하다; (대화를) 시작하다.
dwindle : 줄다. 작아지다.
wisp : 작은 다발. 작은 물건.

215)

slacken : 느슨해지다. 늦추다.

216)

fold n. 양떼

217)

gutter : 촛농이 흘러내리다. (촛불이) 점점 약해져 꺼지다.
eiderdown n. eider(물오리)의 솜털, 솜털을 넣은 이불
starch : (옷에) 풀을 먹이다.

218)

star v. 별로 장식하다. 별처럼 빛나다.
spit-spot : 얼룩[점]을 빼내다(?)
- 아이들한테 침대에서 나오라는 의미로 쓴 말인 듯.
bundle : 급히 나가다.

219)

careering Whirligig : 회전목마
tie 매듭을 묶다. 매다.

220)

flounce :훌쩍 자리를 뜨다.

Ch. 8. Balloons and Balloons
222)

air v. (바람, 공기를 쐬어[불, 열에]) 말리다.
Pound Note 파운드 지폐

223)

flick : 가볍게 쳐서 털다.
speck : 얼룩

224)

shuffle : 발을 질질 끌다.
socket : 소켓, 꽂는 구멍...여기서는..어깨라고나할까요?
castor : 양념병
hearth : 화덕. 난로
rhubarb : [식물] 대황.

225)

mulberry : 오디. 뽕나무
scribble : 갈겨 쓰다
stub : 쓰다남은 토막. 동강.
damson : 서양 자두
tapioca : 타피오카

226)

acid-drop : 신맛나는 사탕
scrabble : 헤적여 찾다

227)

retreat : 물러나다.
munch :우적우적 먹다.
impudence : 뻔뻔함
mustard : 겨자

228)

stamp : 우표 (여기서 이런 뜻인가요? ^^;;)
at a trot : 속보로

229)

hop : 뛰다.
dump : 털썩 내려뜨리다.

230)

railing : 난간. 울타리
balustrade ; 난간
hindquarter: (짐승의) 궁둥이와 뒷다리
trail : 뒤를 밟다.
bob : (상하좌우로) 홱홱 움직이다
bound : 튀다. 뛰어오르다.

232)

crackle : 딱딱거리다.
flame : 불꽃

233)

limp ; a. 흐느적거리는

236)

cock : 고개를 쳐들다. 젖히다.
hover over : ~ 곁을 맴돌다
pounce : 갑자기 달려들다.
cackle : 깔깔대다.

237)

tug : 당기다.
moor : 단단히 고정하다.

238)

bump : 충돌하다.
soar : 높이 날다. 솟아오르다.
parcel : 꾸러미
trimly : 말쑥하게

239)

jerkily : 변덕스럽게
whirl : 빙빙 돌리다.

240)

dawdle : 빈둥거리다.
sedately : 침착하게

241)

mast : 돛대
mizzen : 뒷돛대의 세로돛
cockle : 새조개(의 조가비)
haul : (배가) 방향을 바꾸다.
throng : 군중
quill : 날개깃, 깃털

243)

overall : 작업복
rant : 고래고래 소리치다.

thread : 헤치고 나아가다.
244)

whisk : 쫓다.

246)

drift : 떠돌다. 표류하다.
nestle : 편히 몸을 가누다.

248)

sort out : 나누다. 가려내다.

Ch. 9. Nellie-Rubina
249)

flake : 작은 조각

250)

antelope : 영양
coop up in : 가두다
scramble : 기어오르다. 급히 다니다.
jog : 살짝 밀다.

252)

Tell-Tale-Tit : 고자질하다.
slit : 세로로 베다.
rind : 껍질. 외피
languidly : 기운 없이
trail : 질질 끌다.

253)

drift : 불어서 쌓이게 하다.
inverness cape ; 남자용의 소매 없는 외투
port : 좌현으로!
starboard : 우현으로!
hideous : 무시무시한. 끔찍한
hoary : 회백색의
lubberly : 볼품없게. 되통스럽게
tea-cosy : 차주전자 보온 커버

254)

blast : 제기랄
binnacle : 나침의함.
mongrel : 잡종의
heave : 들어올리다
pedigree : 혈통. 가문
trudge : 터벅터벅 걷다.

255)

porcupine : 호저 (몸에 길고 뻣뻣한 가시털이 덮여 있는 동물)
wheedle : 감언이설로 유혹하다.
whiz : 윙, 하고 소리나다.
burrow : 굴을 파다. 숨다.
graze past : 스쳐지나가다.
fringe : 가장자리
Zulu : 남아공의 줄루 종족
pluck : 뜯다. 잡아 뽑다. 당기다.
fling : 던지다.

257)

moor : 정박시키다.

258)

brink : 직전. 찰나.

daintily : 우아하게. 섬세하게.
hinge : 돌쩌귀. 경첩
restrain : 억누르다. 억제하다.
259)

beckon : 손짓으로 부르다.

260)

fleece : 양털
aconite : [식물] 바곳
snow-drop : 스노우드롭. 봄꽃
scylla : 꽃 이름인 듯..
varnish :...에 니스를 칠하다.
brim : 가장자리 , filled to the brim...넘치도록.

263)

trill :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
ounce : (중량 단위의) 온스, 1/20 파인트. 극소량
ton : (중량 단위의) 톤.
cuckoo : 뻐꾸기

267)

scrabble ; 헤적여 찾다.

268)

dismiss : (토의 중의 문제 따위를) 간단히 처리하다. 결말을 내리다.

271)

scurry : 종종걸음. 혹은 그 발소리

272)

tinkle : 딸랑딸랑 울려서 알리다.
armful 한 아름 분량

273)

spray : 작은 가지.
clip : 꼭 집다. 클립으로 고정시키다.
dab : (페인트 등을) 살살 칠하다.

276)

bulge ; 부풀다. 불룩해지다.

278)

unwind : 감긴 것을 풀다.

279)

huggle : 서로 안으면서 파고들다.
lather : (면도질하기 위해서) 비누 거품을 칠하다.

280)

rig : 돛, 삭구 등을 장비하다. 장착하다.
cockle : 새조개, 조가비
rum : 럼주

281)

bunch : 다발. 송이.
dart : 날아가다. 던지다.
downy : 솜털의 . 폭신한. 포근한
thrush : 개똥지빠귀
tit : 박새
finch : 피리새
ash tree : 물푸레나무

282)

messmate : (육해군에서) 전우

Ch. 10. Merry-go-round
285)

tidy : 정돈하다.

286)

primly : 새침 떠는

287)

priggishly : 까다롭게. 건방지게.

288)

shuffle : 발을 질질 끌다.

languidly : 활기 없게. 늘쩍지근하게.
Liquorice : 감초
289)

peek : 슬쩍 들여다보다. 엿보다.
pry : 엿보다.

290)

wheel about : 방향을 바꾸다.
strap : 끈으로 매다.
click : 짤까닥 소리 나다.
humming top : 윙윙 소리나는 팽이

291)

flutter : 퍼덕거리다. 정처없이 거닐다. 안절부절 못하다.
prance : 날뛰며 나아가다.
bail out : 돌아가다. 낙하산으로 탈출하다.

292)

rumble : 우르르 울리다.

293)

bob : 홱홱 움직이다.

294)

retreat : 물러가다. 후퇴하다.
at this rate : 이런 꼴로는, 이런 상태로는.

295)

jerk : 홱 움직이다.

297)

pray : (옛글투 또는 반어적) 질문・부탁 등을 할 때 please와 같은 의미로 씀
streak : 질주하다.
scroll : 소용돌이 무늬

298)

standstill : 정지
clamber : 기어오르다.

301)

blur : 얼룩

302)

plunge : 던져넣다. 빠지다.
gulf : 깊은 구멍. 심연.
dappled : 얼룩진

304)

borne : 시야가 좋은
whimper : 훌쩍이다.

305)

catch : n. 걸쇠. 고리.

306)

giddy : 현기증 나는. 아찔한
peal : (종 따위가) 울리다.
serenely : 고요하게. 차분하게

307)

prick : 찌르다. 꽂다.
fumble : 더듬어 찾다.
crick : 경련. 쥐.

309)

dent : 움푹 팬곳. 눌린 곳.

312)

tiresome : 지치는, 성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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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