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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자두

despicable 천한 비루한 비열한 치사한

Chapter 1

banister  (계단의) 난간

Boulevard  대로

brim (모자의) 챙, wide-brimmed 모자가 챙이 넓은

chuckle  낄낄 웃음

claim  (재난 등으로 목숨을) 앗아가다

contemplate  -을 눈여겨보다, -을 의도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dismissively 무시하는

district 구역

dogged  완고한, 고집센

droop 축처지다 늘어지다

execution  사형집행

grief 큰 슬픔, 큰 번뇌

inherit -을 상속하다.

leafy  잎이 우거진

maturity  다 자란 상태, 성숙

out of order 고장난,부적절한,문란한

passageway  복도

peacock 공작

peer 자세히 들여다보다, 동등한 사람

penthouse  펜트하우스(고층 건물 맨 위층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prickly 가시로 뒤덮인, feels rough and uncomfortable

prune prune  서양자두 

salami  살라미 소시지(크기가 아주 커서 얇게 잘라 먹음)

shady 수상한 구석이 있는, 그늘이 드리워진

squint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밝은 빛을 피하거나 무엇을 더 잘 보려고 취하는 동작)

superb 최고의, 매우 뛰어난

toss 던지다

treacherous  기만적인,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triplet  triplet are three children born at the same time to the same mother

uphill  오르막

weeping 눈물을 흘리는

whereas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접속사

whisk 데려가다.

wink 짧은 잠

woeful 서글픈

Chapter 2

a hint of ~의 기미

adventurous 모험을 좋아하는

aqueous 물의, 물같은(similor to or containing or dissolved in water)

attentive 주의깊은, 친절한(giving care or attention)

attentive to 을 경청하는

couch 긴 의자

deposit (은행에) 예금하다 [귀중품 따위]를 맡기다, 공탁하다

despicable 천한 비루한 비열한 치사한, , , 

embroider (…에) 수놓다[on], (실 따위로) 자수하다

grandly 웅대하게, 당당하게.



worried sick 로  걱정하여

or think that it is very good

grueling  기진맥진케 하는,  심한, 엄한

grueling 녹초로 만드는, 엄한

illuminate 를 밝게 비추다, 조명하다, 밝게 하다.

kidnap 유괴하다 =abduct

mantelpiece = mantel 벽난로의 앞•옆면 장식

moth  곤충, 나방

my word! (old-fashioned) used to express surprise

out of breath 헐떡이면서, 숨이 차서

pant 숨을 헐떡이다

pinstripe 가느다란 세로줄(무늬)  그런 옷(감)

polish …을 닦다, …의 윤[광]을 내다

purplish 자줏빛을 띤..

quench (불, 빛을) 끄다. (갈증을) 가시게 하다 …을 만족시키다 를 억누르다, 억제하다

resident 거주자, 투숙객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slender 가느다란, 호리호리한, 날씬한

squint 을 가늘게 뜨다.

stump 그루터기, 베어낸 나무 뿌리

switch 전환하다

swoop 덤벼들다, 홱 덮치다, 급습하다 …을 낚아[잡아]채다 강탈하다

take turn 차례로 돌아가며

thumbtack 압정, 압핀

worried sick ~로 몹시 걱정하여몹시

wrench …을 비틀다,  …을 비틀어 떼다, [관절·발목 따위]를 삐다, [근육]을 접질리다

Chapter 3

alloy 합금, 합금하다

almanac [ ːlmənæ̀k] 책력 ,연감

amid  ~에 둘러싸여

assortment [əs ːrtmənt]  1 구분, 분류, 구색을 갖춘 것   2 잡다한 것의 모임

auctioneer [ ːkʃəníər] 경매인

babble [bǽbl] 불명료한 소리를 내다

bid [bíd] 1 명령하다, 말하다, 매기다   2 값을 매기다   3 입찰

blab [blǽb] 주책없이 지껄여 대다, 부질없는 수다를 떨다 ,정보를 발설하다.

blob  얼룩, 물방울

boutique [buːtíːk] 부티크

chatter about… 에 대해 수다를 떨다.

come up with… 에 따라잡다

disastrous [dizǽstrəs] 비참한

dwarf 난쟁이

encyclopedia 

[ɪn|saɪklə|pidiə]
백과사전

exclamation 

[èkskləméiʃən]
외침, 감탄

fabulous 
 If you describe something as fabulous, you are emphasizing that you like it a lot 

or think that it is very good      .

fuzzy [f zi] 1 보풀 같은, 잔털 모양의, 흐트러진   2 곱슬한, 흐린, 불분명한

glee  great merriment 큰 기쁨, 환희



prey on 잡아먹다 등쳐먹다 사기치다

glum 시무룩한

gravel [ɡrǽvəl] 자갈로 덮다,자갈

haughtily  in a haughty manner 거만하게, 불손하게

haughty [hɔ́ːti] 오만한, 거만한, 불손한

heap [híːp] 1 더미, 많음   2 쌓아 올리다

lounging [láundƷiŋ] 편하게 입을 수 있는

measly 쥐꼬리만한

mortify  practice self-denial of one's body and appetites 억제하다, 극복하다.

muffled 
 If you are muffled, you are wearing a lot of heavy clothes  so that  very little of 

your body or face is visible

ostrich 타조, 현실도피자

perfectly understandable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reluctant  unwilling to do

resolutely  굳게 결심하여, 단호히

salmonella [sæ̀lmənélə] 살모넬라균

snooty[snúːti]  overly conceited or arrogant 무뚝뚝한, 거만한, 남을 얕잡아보는, 고급의, 일류의

squalor  sordid dirtiness 더러움, 너저분함, 치사함

squishy [skwíʃi] 흐늘흐늘한, 질퍽한, 감상적인

stuff [st f] 1 재료, 소질   2 에채우다

taken aback 깜짝 놀란

titanium alloy  티타늄 합금

with glee 기뻐하여

Chapter 4

auction off 경매에 부치다.

bicker 다투다

choke 숨이 막히다

furrow bollow out in the form of a furrow or groove(주름살이 지다. 도랑이 생기다.)

imposter 사기꾼, 협잡꾼

monocle 단안경, 외알안경

nefarious extremely wicked(극악한, 사악한)

ought ~해야 하다

raspy 목쉰 rough sounds

sneak 살금살금 기다, 몰래 하다

stun -을 어리벙벙하게 하다.

weight 무거운 짐을 지우다/괴롭히다

Chapter 5

chunk  덩어리

doze [dóuz] 꾸벅꾸벅 졸다

folks  여러분, 얘들아~

kneel down 꿇어 앉다 《on》, 굴복하다 《to, before》

lick [lík] 핥다

mournful [m ːrnfəl] 슬픔에 잠긴, 애처로운

plank [plǽŋk] 널빤지, 두꺼운 판자

prey on ~을 잡아먹다 등쳐먹다 사기치다 ~을 , , 

ripple 잔물결이 일다

scatter  흩뿌리다



handcuff 

scenary  경치

scold  야단치다

sinister seems evil or harmful

somniferous [sɑmnífərəs] 
최면(催眠)의, 졸리게 하는(sleeping inducing) induce 권유하다,일으키다(cause to 

do)

treacherous [trétʃərəs] 배반하는, 믿을 수 없는

usher  안내하다

xenophobe [zénəfòub] 외국인을 싫어하는

Chapter 6

add up 앞뒤가 맞다, 말이 되다 ,계산이 맞다, 결론, 요점

blister [blístər] 물집

clomp = clump 쿵쾅거리다

crate 나무틀, 나무상자 한 상자 분량

crawl out of 기다

crumb 부스러기

droop [drúːp] (지쳐서) 축늘어지다, 숙이다

eavesdrop [íːvzdrɑp̀] 엿듣다, 도청하다

filthy [fílθi] 불결한

fling [flíŋ] 던지다 flung 과거,과거분사

fruitless [frúːtlis] 열매를 맺지 않는,부질없다

globby glob 방울

handcuff 수갑수갑

headqiarter  본부를 설치하다

hoarse [h ːrs] 목쉰

keep out of 피하다, 못 들어오게 하다

lurking [l ːrkiŋ] 숨어있는

nibble ~을 조금씩 갉아 먹다

peep [píːp] 엿보다,엿봄

poached egg 수란(水卵)

rack (고통으로) 뒤틀리게 하다, 괴롭히다

resolve [rizɑĺv] 결심하다, 결심

sake 동기,목적

shrug one’s shoulders 어깨를 으쓱하다

starfish [stɑ́ːrfìʃ] 불가사리

stick to …에 달라붙다 ~을 계속하다, 견디다 (친구·결심·약속 등에) 충실하다

stiffen of one's resolve 각오를 다지다

stiffening [stífəniŋ] 딱딱하게 하기

stimulant [stímjulənt] 흥분제

sturdy [st ːrdi] 억센,힘센

tailor 재봉사

troupe  한패

tuck[t k] 어넣다, 걷어올리다

up to  에 이르기까지

witted [wítid] 지혜가 있는

Chapter 7

be acquainted with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다, (사물을) 알고 있다



 a bit  상당히

something

blueprint  청사진, 설계도

butter up 아부하다

clink [klíŋk] 땡그랑 소리, 교도소

crate  봉한 포장용 상자

Don't be absurd.  얼빠진 소리 말아라.

dungeon [d ndƷən]  지하감옥

enclosure [inklóuƷər] 둘러쌈

ersatz 대용의, 모조품, 이미테이션

furthermost 

[fə́ːrðərmòust]
가장 먼

gasp at …에 놀라 숨이 막히다

halt [h ːlt] 멈추다,서다

hide or hair (보통 부정문·의문문에서) (행방 불명자·분실물 등의) 흔적, 자취(trace)

hinge [híndƷ] 경첩

huddle [h dl] 뒤죽박죽 쌓아 올리다, 몸을 움츠리다. 둥글게 말다

hush 조용히 하다

idiosyncrasy  특질, 특징

line with  ~으로 안감을 대다  in line with…와 일맥 상통하는.

meekly  온순하게

panther [pǽnθər] 흑표범leopard

peek into  안을 엿보다

pit  구멍

Quite a bit Quite 꽤많은, 상당히꽤많은,

rattling [rǽtliŋ]  활발한, 굉장한, 성가신

rusty [r sti] 녹슨

shadowy [ʃǽdoui]  그림자가 많은, 그림자 같은

sheer[ʃíər] 순수한, (낭떠러지 등이)깎아지른 듯한

slithery [slíðəri] 주르르 미끄러지는

speck [spék]  작은 얼룩

spill  엎지르다, 떨어지다

splitup [splít p]  분리, 이혼, 분할

sprinkle on …위에 뿌리다[끼얹다].

squeak [skwíːk] 찍찍울다

stick around 가까이에 있다, 옆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

trek  걸어가다, 전진하다

trembling [trémbliŋ] 떨림

tug 세게 끌어당기다, 별안간 잡아당기다

utter[ tər]  전적인, 입밖에 내다

weary [wíəri] 피곤한, 싫증이 난

weasel [wíːzəl] 족제비, 교활한 사람

wriggle 꿈틀거리다

Ch 8

be on the lookout ~을 지켜보다, 감시하다

brag 
 If you brag, you say in a very proud way that you have something or have done 

something.

brush ~을 스치다

brush up (동안 안쓰던 기술을)빨리 되살리다



shrink 

lid 뚜껑

cavernous 동굴같은, 휑뎅그렁한

clasp 
 If you clasp someone or something, you hold them tightly in your hands or 

arms.

crisp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 바삭바삭한 것

crumb 
 crumb are tiny pieces that fall from bread, biscuits, or cake when you cut it or 

eat it

emblazon 장식하다

fire tong 부집게, 부젓가락

forte 부집게, 부젓가락

grimly  엄하게, 무섭게

hallucination 환상, 환각

haunt 귀신이 나타나다

hoarse 목이 쉰

in no time 곧

inflict ~를 귀찮게 하다

maiden  소녀, 아가씨

mitt  손가락 부분이 없는 긴 장갑

phantasm 환영, 허깨비, 망령

prod 쿡 찌르다, 재촉하다

rag 누더기

rag  천조각

sapphire  sapphire is a precious stone which is blue in colour

shrink 움츠러들다움츠러들다

shudder  shake with fear, horror, or disgust or because you are cold

smear  a smear is a dirty or oily mark

sprinkle  a smear is a dirty or oily mark

stiffen  (태도,결심 따위)를 완고하게 하다

strain  노력하다. 전력을 다하다.

tattered 
낡은  If something such as clothing or a book is tattered, it is damaged or torn, 

especially because it has been used a lot over a long period of time

vapid 흥미롭지 못한, 지루한, 김빠진

weld 용접하다

Ch 9

be ripe for 기회가 무르익다

big fat lie = a direct lie  뻔뻔한

charred [tʃɑ́ːrd] 검게 타 버린

detach 분리하다

fiftieth [fíftiiθ] 제50의, 50번째의

fluffy [fl fi] 보풀의, 솜털의, 가벼운, 푹신한, 모호한,

ghastly [ɡǽstli] 무섭게

greed 끝없는 욕망, 탐욕

greed 끝없는 욕망, 탐욕

hoist  [hɔ́ist] (밧줄로) 들어올리다

intake (숨을) 들이쉼

lid 뚜껑

lot 경매용 품목

makeshift [méikʃìft] 임시변통의



it was fixed or held

mournful [m ːrnfəl] 슬픔에 잠긴, 애처로운

postagestamp [-stæ̀mp]  (우표 딱지 처럼)매우 작은, 좁은

punctuation [p ŋktʃuéiʃən] 구두점 = punctuation mark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 사이로 다양하다

sizzle [sízl] 찌는 듯이 덥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 다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다

snooty 속물근성의, 자만하는, 건방진, 교만한

spell out 판독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생략치 않고 전부쓰다

stray (애완동물이) 길을 잃은, 주인 없는

tidy 깔끔한

Ch 10

alleviate  (고통을) 완화시키다, 편하게 하다

banister 난간

beckon  손짓하다, 부르다

beverage 음료, 마실것

bratty 건방진, 주제넘은, 반항적인

cackle 
 If someone cackles, they laugh in a loud unpleasant way, often at something bad 

that happens to someone else.

cannot afford to  ~할 여유가 없다

comfortingly  위로하며

disconcert  불안하게 하다

dislodge 
 제자리를 벗어나게 만들다 to dislodge something means to remove it from where 

it was fixed or held

embed 
  (단단히) 박다 If an object embeds itself in a substance or thing, it becomes fixed 

there firmly and deeply

guarantee 보증, 저당, 담보

heed 
 (경고 등에) 주의를 기울이다 If you heed someone's advice or warning, you pay 

attention to it and do what they suggest

marvel  경탄하다

peg 못, 마개

plunge 

가파르게 내려가다, 갑작스런 낙하 If someone or something plunges in a 

particular direction, especially into water, they fall, rush, or throw themselves in 

that direction

pour for oneself  자작하다(술 따를 때도 써 먹을 수 있는 말이네요~^^)

reluctant 
 If you are reluctant to do something you are unwilling to do it and hesitate 

before doing it, or do it slowly and without enthusiasm.

root for  ~을 응원하다

scrunch 
웅크리다. If you scrunch something, you squeeze it or bend it so that it is no 

longer in its natural shape and is often crushed

shorthanded  일손이 모자라는

string(strung)  (실,끈으로) 묶다, 감다, 매달다

tumble down 허물어질것 같은, 황폐한

whirlpool  소용돌이

whoosh 휙(쉿) 소리를 내다

with a thump! 쿵[탁]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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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 꼼짝하다, 약간 움직이다



   when  rattles or when  rattle it, it is  

charade 몸짓으로 하는 말

clop (말발굽) 타가닥 거리는 소리

conspiracy  conspiracy is the secret panning by a group of people to do something illegal

Crouch 
 If you are crouching, your legs are bent under you so that you are close to the 

ground and leaning forward slightly

crowbar 쇠지렛대

cul-de-sac 막다른 골목

duck  동사로 쓰이면 '머리나 몸 등을 수그리다, 피하다'의 뜻이네요.

ghastly 
 If you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as ghastly, you mean that you find them 

very unpleasant

grount 
 If you grunt, you make a low sound, especially because you are annoyed or not 

interested in something

grunt 끙 앓는 소리를 내다

hoist 들어올리다

hoof(hooves)  발굽

hooves <- hoof의 복수형. 말발굽

huddle 옹송거리며 모이다

in the dead of night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lot 
지난 번엔 경매 때 사용하는 '품목'이란 뜻이었는데, 이번엔 특정 지역, 부지라는 뜻

이네요.

margin (책 등의) 여백

parchment 양피지

ttlrattle 
 덜거덕거리는 소리 when something rattles or when you rattle it, it is being 덜거덕거리는 소리 something you being

shaken or it keeps hitting against something hard

rickety 
 곧 무너질 듯한 a rickety structure or piece of furniture is not very strong or well 

made, and seems likely to collapse or break

shovel 삽

spooky 
 a place that is spooky has a frightening atmosphere, and makes you feel that 

there are ghosts around. syn = creepy

sweep 쓸다, 털다

toll 
 (일정 간격으로) 종을 울리다 when a bell toll or when someone tolls it, it rings 

slowly and repeatedly, often as a sign that someone has died.

trapdoor (바닥, 천장 등에 나 있는) 작은 문

tremendous 
 you use tremendous to emphasize how strong a feeling or quality is, or how 

large an amount is. syn = terrific

trolley '손수레'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선 '전차'의 뜻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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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y 회색의, 창백한

attire  your attire is the clothes you are wearing

befuddle 어리둥절하게 하다.

bid 값을 매기다

brass  놋쇠

butcher 정육점 주인; <경멸적> 학살자, 살육자

cater  음식(요리)를 공급하다

charade 몸짓으로 하는 말  

dismissively 건방지게

exquisite  extremely beautiful or pleasant, expecially in a delicate way.



achieve what  want

frosty (태도 성질 따위가) 쌀쌀한, 냉담한

haunt 
 something that haunts a person or organization regularly causes them problems 

over a long period of time

herring 청어

hubbub 시끌시끌한 소음, 소란, 소동

make sense 도리에 맞다, 뜻을 이루다, 이해 되다

plank  is a long, flat, rectangular piece of wood

portrait  portrait is a painting, drawing , or photograph of a particular person

shush 쉿, 조용히 해

shush 
 If you shush someone, you tell them to be quiet by saying 'shush' or 'sh', or by 

indicating in some other way that you want them to be quiet

smear 

~을 문질러 더럽히다, ~을 못 알아보게 하다. If you smear a surface with an oily or 

sticky substance or smear the substance onto the surface, you spread a layer of 

the substance over the surface

swat 
 If you swat something such as an insect, you hit it with a quick, swinging 

movement, using your hand or a flat object

treacherous 불충한, 믿을수 없는

vicious  a vicious person or a vicious blow is violent and c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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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less

 If you say that someone is ruthless, you mean that you disapprove of them 

because they are very harsh or cruel, and will do anything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what they wantthey

stall 
If a process stalls, or if someone or something stalls it, the process stops but may 

continue at a later time

anguish
anguish is great mental suffering or physical pain, they move there quickly and 

hurriedly, especially because they are fr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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