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영어 원서 단어장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 이웃집 개의 살해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이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주인공의 성장 소설!

- 영국 작가 마크 해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 영국식 영어와 독특한 표현들이 많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단어장 사용법 : 단어 점검 → 원서 리딩 → 단어 복습

1. 단어장을 이용, 그날 읽을 챕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훑어본다.

2. 원서를 읽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단어들의 Usage를 익힌다.)

3. 리뷰와 함께 그날의 단어를 복습한다.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피드 리딩> 책과 카페를 참고하세요!

   ♣ 아래의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는, 스피드 리딩 카페: http://cafe.naver.com/readingtc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6052166
http://cafe.naver.com/readingtc


                                                             

Page 단어 의미

1 muzzle [mʌ́z-əl] n. (동물의) 주둥이, 부리(입·코 부분); 총구, 포구;

vt. 재갈 물리다, 말 못하게 하다

2 fur [fəːr] n. 부드러운 털, 모피

3 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4 patio [pǽtio ̀u] n. 파티오(스페인식 집의 안뜰), 문밖 테라스

4 hunch [hʌntʃ] n. 군살, 혹; (꼽추의 등에 닿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에서)예감, 육감; 

vt. (등을) 둥글게 구부리다

4 clench [klentʃ] vt. (이를) 악물다, (손을) 꽉 쥐다

5 invert [invə́ːrt] vt. …을 거꾸로 하다, 뒤집다

5 wiggly [wígli] a. 흔들리는, 파동 치는, 꿈틀거리는

6 fetch [fetʃ] vt. (가서) 가져오다, 데려오다, 불러오다

6 squat [skwɑt] a. 웅크린, 쭈그린; 땅딸막한; vi. 웅크리다, 쭈그리다

7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n. 더미, 퇴적, 쌓아 올림

7 loaves [louvz] loaf(n. 빵 한 덩어리)의 복수

7 loaf [louf] n. (일정한 모양으로 구워 낸 빵의) 덩어리, 빵 한 덩어리

9 assault [əsɔ́ːlt] n. 강습, 습격; vt. 급습하다; 구타하다

9 monkey business 짓궂은 장난; 바보 같은 짓

9 rag [ræg] n. 넝마, 걸레

9 bugger [bʌ́gər] n. (속어) 자식, 놈; (영국속어) 귀찮은 일

11 cardinal number 
n. 기수(수를 나타내는 데 기초가 되는 수. 십진법에서는 0에서 9까지의 

정수), 기본수

11 prime number n. [수학] 소수(素數)

12 lace [leis] vt. 끈으로 묶다, 졸라매다(up); n. (구두 등의) 끈, 엮은 끈; 레이스

13 sergeant [sɑ́ːrdʒ-ənt] n. 하사관, 병장

13 stripper [strípəːr] n. 껍질 벗기는 사람(도구); 옷 벗기는 사람

13 tweezers [twíːzəːrz] n. 핀셋, 족집게

13 pellet [pe ́lit] n. (종이·빵·초 등을 뭉친) 작은 알(공); 탄알, 돌멩이

13 senile dementia [병리] 노인성 치매

13 senile [síːnail] a. 나이 많은, 노쇠한

13 dementia [diménʃiə] n. [의학] 치매, 백치



                                                             

14 wee [wiː] a. 작은, 조그마한; n. 아주 조금, 잠깐

14 slander [slǽndəːr] n. 중상, 비방, 욕설

16 apocryphal [əpɑ́krəfəl] a. 저작자가 의심스러운,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짓의, 진짜가 아닌

17 inspector [inspéktər] n. 검사자, 검사관, 조사자, 시찰자

19 fleece [fliːs] n. 양털

19 bosom [bu ́zəm] n. (문어) 가슴, 흉부;  가슴속(의 생각), 내심; 속, 내부

19 porridge [pɔ́ːridʒ] n. 포리지 (오트밀에 우유 또는 물을 넣어 만든 죽)

19 rhinoceros [rainɑ́s-ərəs] n. 코뿔소, 무소

21 weave [wiːv] vt. (직물·바구니 따위를) 짜다, 뜨다, 엮다

21 snooker [snú(ː)kəːr] n. 스누커(흰 큐볼 하나로 21개의 공을 포켓에 떨어뜨리는 당구)

22 corrugate [kɔ́ːrəgèit] vt. 물결 모양으로 주름 잡다, 주름지게 하다; vi. 물결 모양이 되다

23 psychiatric [sàikiǽtrik] a. 정신 의학의, 정신병 치료의, 정신과의

25 animal sanctuary[sǽŋktʃue ̀ri] n. 야생 동물 보호 지역 (sanctuary 신성한 장소, 성역)

25 spazzer [사전에 없음, 속어] 바보, 멍청이(idiot)

26 spastic [spǽstik] a. [의학] 경련(성)의, 발작적인; (속어) 아둔한, 무능한, 바보의

26 digression [daigréʃən] n. 지엽으로 흐름, 여담, 탈선

27 saturated [sǽtʃəre ̀itid] a. 스며든, 흠뻑 젖은

27 saturate [sǽtʃəre ̀it] vt.  흠뻑 적시다, 담그다

27 muesli [mjúːzli] n. [영국] 뮤즐리 (곡물·견과·건과·등을 섞어 우유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

27 aneurysm [ǽnjurìzəm]
n. [의학] 동맥류(동맥벽이 손상되거나 이상을 일으켜 동맥 내부 공간의 

일부분이 혹처럼 불룩해지는 병)

27 embolism [e ́mbəlìzəm]
n. [의학] 색전증(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떠다니는 물질이 혈

관 안으로 들어가 혈관의 폐색을 일으키는 증상)

27 blood clot n. 피가 엉김, 응혈

27 clot [klɑt / klɔt] n. 떼, (엉긴) 덩어리

32 vicar [víkər] n. [영국 국교] 교구 목사; 목사, 전도 목사

32 singularity [sìŋgjəlǽrəti] n. 특이, 기묘, 야릇함

33 molecule [mɑ́ləkjùːl] n. [화학·물리] 분자, 미분자

33 coffin [kɔ́ːfin] n. 관(棺); vt. 관에 넣다

33 cremate [kríːmeit] vt. 불태워 재로 만들다, 소각하다; 화장하다



                                                             

33 crematorium [krìːmətɔ́ːriəm] n. (영국) 화장터 (=crematory)

34 concussion [kənkʌ́ʃən] n. 진동, 격동, 충격

37 bracelet [bréislit] n. 팔찌

40 bubonic plague [의학] 페스트

40 sewer [su ́ːər] n. 하수구, 하수도

40 stow [stou] vt. (짐을) 실어 넣다, (물건을) 싣다, 집어넣다

41 marzipan [mɑ́ːrzəpæ̀n] n. 아몬드와 설탕·달걀을 으깨 만든 과자

43 packet [pǽkit] n. 소포; 한 묶음, 한 다발

44 beige [beiʒ] n. 베이지색(밝은 다갈색)

44 precedent [présədənt] n. 선례, 전례, 관례; [법률] 판례

45 invigilate [invídʒəlèit] v. 망을 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시험 감독을 하다

45 invigilator 시험 감독

45 arsehole [ɑ́ːrsho ̀ul] n. [영국] 항문(asshole)

47 fart [fɑːrt] n. 방귀; 바보, 등신 같은 녀석; vi. 방귀 뀌다

47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머리가 어찔어찔 하는, 핑핑 도는; 아찔한

47 hoover [húːvər] n. 후버 전기 청소기(vacuum cleaner. 상표명에서 유래);

vt. [영] 전기 청소기로 청소하다(vacuum)

50 trespass [tréspəs] vi. 침입하다, 침해하다

50 claustrophobia [klɔ̀ːstrəfo ́ubiə] n. [의학] 밀실 공포, 폐소(閉所) 공포증

51 anemic [əníːmik] a. [병리] 빈혈(증)의 

52 still at large 잡히지 않은, 도주 중인 (ex: The criminal is still at large.)

54 licorice [líkərəs] n. 감초(甘草)

54 licorice lace 

군것질용 캔디의 일종 

54 dachshund [dɑ́ːkshùnt] n. 닥스훈트(짧은 다리에 몸이 긴 독일산 사냥용 개)

54 drainpipe [dréinpàip] n. 배수관, 하수관



                                                             

63 propagate [prɑ́pəge ̀it] vt. 번식(증식)시키다

65 dungaree [dʌ̀ŋgəríː] n. 거친 무명천; (pl.) 그 천으로 만든 바지

66 sniff [snif] vi.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코를 훌쩍이다; 콧방귀 뀌다

66 white lie 악의 없는 거짓말, 편의상 하는 거짓말

67 reckon [rékən] vt. 세다, 계산하다, …라고 생각하다

70 profane [prəféin] a. 신성을 더럽히는, 불경스런, 모독적인

70 yeoman [jo ́umən] n. [영국사] 자유민, 향사(鄕士); [영국] 소지주, 자작농

70 roister [rɔ́istəːr] vi. 으스대다, 야단스럽게 뽐내다; 술 마시며 떠들다

70 exhaustion [igzɔ́ːstʃən] n. 극도의 피로, 기진맥진

70 fatigue [fəti ́ːg] n. 피로, 피곤

71 phosphorus [fɑ́sfərəs] n. [화학] 인(燐)

71 bog [bɑg] n. 습지, 수렁; v. 수렁에 빠뜨리다(빠지다)

71 circumspect [sə́ːrkəmspèkt] a. 신중한(prudent), 주의 깊은, 용의주도한

71 grievous [gríːvəs] a. 슬픈, 통탄할, 비통한

71 subtle [sʌ́tl] a. 미묘한, 포착하기 힘든, 희미한

71 coarse [kɔːrs] a. 조잡한, 조악한, 열등한; 거친, 올이 성긴; 야비한, 상스러운

71 coarseness [kɔːrsnis] n. 하급, 열등, 하등

71 loose [luːs] a. 매지 않은, 풀린, 흐트러진; 헐거운, 느슨한; 치밀하지 못한, 엉성한

71 looseness [luːsnis] n. 방종, 해이

74 deerstalker [- ́stɔ̀ːkər] n. 사슴 사냥꾼

74 deerstalker hat n. 사냥 모자

76 quiche [kiːʃ] n. 키시 (치즈·베이컨 파이의 일종)

78 epileptic [èpəle ́ptik] a. [병리] 간질병의, 간질의, 지랄병의; n. 간질 환자

78 epileptic fit 간질 발작, 간질

78 veranda [vərǽndə] n. 베란다, 툇마루

79 muddle [mʌ́dl] vt. 혼란시키다, 어리둥절케 하다, 흐리멍덩하게 하다; 뒤섞다

80 implode [implo ́ud] vi. (진공관 따위가) 안쪽으로 파열하다, 내파하다

81 rhetorical [ritɔ́(ː)rik-əl] a. 수사학의, 수사적인; 화려한, 과장적인

81 bollock [bɑ́ləks] [영·비어] 고환, 불알



                                                             

82 levelheaded [le ́vː-əlhédid] a. 온건한, 분별 있는

83 lid [lid] n. 뚜껑; vt. 뚜껑을 덮다, 씌우다

83 dustbin [- ́bìn] n. [영국] 쓰레기통

84 nephritis [nifráitis] n. [의학] 신(장)염 (=Brights disease)

84 jaundice [dʒɔ́ːndis] n. [의학] 황달; (비유) 옹졸한 생각, 질투, 편견

84 hemorrhage [héməriʤ] n. [병리] 출혈

84 inflammation [i ̀nfləméiʃən] n. 점화, 발화, 연소; (감정 따위의) 격노, 흥분; [의학] 염증

84 pollen [pɑ́lən] n. [식물] 꽃가루, 화분(花粉)

85 sellotape [sélətèip] n. 셀로 테이프(상표명); vt. 셀로 테이프로 붙이다

85 expedition [ekspidíʃən] n. 탐험, 원정

86 hammock [hǽmək] n. 해먹(달아매는 그물 침대)

88 gerbil [ʤə́ːrbəl] (=gerbille) n. [동물] 게르빌루스쥐

88 supernatural [sùːpərnǽtʃərəl] a. 초자연의, 불가사의한

90 presume [prizu ́ː(zjú:)m] vt. 추정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90 bruise [bruːz] v. …에게 타박상을 주다, 멍들게 하다; n. 타박상, 멍

96 collage [kəlɑ́ːʒ] n. [미술] 콜라주(인쇄물 오려낸 것·눌러 말린 꽃·헝겊 등을 화면에 붙

이는 추상 미술)

96 chow [tʃau] n. (속어) 음식(food), 식사(시간)

101 hypothetic [hàipəɵétik] a. 가설의, 가정의, 가상의

101 hypothetical [hàipəɵe ́tikəl] a. 가설의, 가정의, 가상의

101 heron [hérən] n. [조류] 왜가리

101 density [dénsəti] n. 밀도, 농도

103 disinfectant [dìsinfe ́ktənt] a. 소독력이 있는, 살균성의; n. 소독제, 살균제

103 gutter [gʌ́tər] n. 배수구, 도랑

103 sewage [súːidʒ] n. 하수 오물, 오수

104 fridge [fridʒ] n. refrigerator (구어) 냉장고

104 cooker [kúkər] n. 요리 기구

106 pacient [사전에 없음]patient의 오타로 사용한 듯

108 plaster [plǽstər] n. 회반죽, 벽토; v. ~에 회반죽을 바르다



                                                             

111 stern [stəːrn] a. 엄한, 엄격한; 단호한

111 pervy [사전에 없음] (속어) 변태, 성도착증 환자

112 molar [móulər] n. 어금니, 구치; 씹어 부수는, 어금니의

112 anathsetic [사전에 없음] anesthetic(마취제) 의미로 사용

112 anesthetic [æ̀nəsɵétik] n. 마취제; a. 마취의, 무감각한

112 giddy [gídi] a.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아찔한

113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117 saccade [sækɑ́ːd] n. [동물·생리] 단속적 운동(독서 중의 안구의 순간적 운동 등)

117 stitch [stitʃ] n. 한 바늘, 한 땀, 한 코; v. 꿰매다

120 nocturnal [nɑktə́ːrnl] a. 밤의, 야간의

120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121 mutt [mʌt] n. (속어) 바보, 얼간이

121 schizophrenic [skízəfrénik] a. 정신 분열증의; n. 정신 분열증 환자

121 tickle [tík-əl] vt. 간질이다; 자극하다, 고무하다; 기쁘게 하다

121 red mist 
If someone sees red or the red mist,

they lose their temper and self-control completely.

122 bottling up 참고 있는, 분노를 억누르는

122 bottle [bɑ́tl / bɔ́tl] n. 병, 술병; vt. 병에 담다, [영국] 병에 담아 간수하다; 붙잡다, 붙들다

124 clementine [kléməntàin]
n. [식물] 클레멘타인 (tangerine과 sour orange의 잡종인 작은 오렌지); 

n. 클레멘타인(여자 이름)

124 wafer [wéifəːr] n. 웨이퍼(살짝 구운 과자의 일종)

125 constellation [kɑ̀nstəle ́iʃən] n. [천문] 별자리, 성좌

126 luminous [lúːmənəs] a. 빛을 내는, 빛나는

126 planisphere [plǽnəsfìər] n. 평면 구형도; [천문] 평면 천체도, 별자리 일람표

126 aperture [ǽpərtʃùər] n. 틈, 구멍(hole), 균열

126 parabola [pərǽbələ] n.[수학] 포물선; 파라볼라

127 negligible [néglidʒəbəl] a. 무시해도 좋은,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133 theobromine [ɵìːəbróumi(ː)n] n. [약학] 테오브로민(이뇨제·혈관 확장제)

133 methylxanthines n. 메틸잔틴(화학 혼합물의 일종)

134 squeal [skwiːl] vi.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n. 끽끽 우는 소리, 비명



                                                             

135 carton [kɑ́ːrtən] n. 큰 상자, (운송용) 판지 상자

140 graffiti [grəfíːtiː]

n. (공공 도로나 건축물·공중변소 벽 따위의) 낙서; v. 벽에 낙서하다

145 approximation [əprɑ̀ksəméiʃən] n. 접근, 근사; 비슷한 것

145 cliff [klif] n. 절벽, 낭떠러지

146 horizontal [hɔ̀ːrɵzɑ́ntl] a. 수평의, 가로의, 평평한; 수평선(지평선)상의

146 horizontally [hɔ̀ːrɵzɑ́ntli] ad. 지평으로; 수평으로, 가로로

146 vertical [və́ːrtikəl] a. 수직의, 세로의, 곧추선

146 vertically [və́ːrtikəli] ad. 수직으로, 세로로

146 diagonal [daiǽgənəl] a. 대각선의; 비스듬한, 사선의; n. 대각선

146 diagonally [daiǽgənəli] ad.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148 trance [træns] n. 황홀; 열중, 무아지경

150 stroll [stroul] n. 산책; vi. 산책하다, 한가롭게 거닐다

153 dreadlocks [drédlɑ̀ks]

n. 머리털을 가늘게 땋아 곱슬곱슬하게 한 헤어스타일 

155 hygiene [háidʒiːn] n. 위생

160 strap [stræp] n. 가죽 끈, 혁대; vt. 끈으로 매다, 가죽 끈으로 때리다

160 handful [hǽndfùl] n. 한 움큼, 손에 그득, 한 줌

161 quadratic [kwɑdrǽtik] a. 정방형의 (quadratic paper: 모눈종이); [수학] 2차의; n. 2차 방정식

161 equation [i(ː)kwe ́iʒən] n. 같게 함, 균등화; 평균, 평형 상태

161 quadratic equations n. 이차 방정식

161 wee [wiː] ① a. 작은, 조그마한; n. 아주 조금, 잠깐 ② weewee (구어, 유아어) 쉬하다

162 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162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163 coefficient [ko ̀uəfíʃənt] a. 공동 작용의, 협력하는; [수학·물리] 계수

163 truncheon [trʌ́ntʃ-ən] n. (순경 등의) 곤봉, 경찰봉

164 in a row 일렬로; 잇따라, 연속적으로

167 daft [dæft] a. (영·구어) 어리석은; 미친, 발광하는

167 cunt [kʌnt] n. (비어) 여성 성기, 성교;  싫은 년(놈), 비열한 년(놈)

167 sober up 취기가 가시다, 술이 깨다

171 stretch out ~을 늘이다, 펼치다

175 trip [trip] vi. 헛디디다, 발이 걸려 넘어지다; n. 여행

176 moan [moun] vi. 신음하다, 끙끙대다; n. 신음 소리, 끙끙대기

177 advert [ædvə́ːrt] vi. 언급하다, 논급하다; 주의를 돌리다

178 resonant [réz-ənənt] a. 울려 퍼지는, 반향 하는, 울리는(with); 공명하는, 공명의

185 wobble [wɑ́b-əl] v.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187 hop [hɑp] vi. 뛰다, 한 발로 뛰다; vt. 뛰어넘다

187 hop it (영·속어) 훌쩍 떠나가다

187 encyclopedia [ensàikloupíːdiə] n. 백과사전, 전문사전

187 sodding [sɑ́diŋ] a. (영국속어) 괘씸한; 심한, 꺼림칙한

187 crocodile [krɑ́kədàil] n. 악어; 악어가죽

187 scarper [skɑ́ːrpəːr] vi. (영국속어) (셈을 치르지 않고) 도망치다, 내빼다

190 shiver [ʃívəːr] v. (추위, 흥분 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n. 떨림, 전율

192 you'll catch your death 지독한 감기에 걸릴 거야

193 wail [weil] vi. 소리 내어 울다, 울부짖다

194 bastard [bǽstərd] n. 서자, 사생아; (속어) 새끼, 녀석, 개자식; 가짜, 열등품, 잡종

195 sort out (영국·구어) [문제 따위]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199 okapi [oukɑ́ːpi] n. [동물] 오카피(기린과(科); 중앙 아프리카산(産))

199 antelope [ǽntəlòup] n. [동물] 영양(羚羊)

201 flannel [flǽnl] n. 플란넬, 면(綿) 플란넬; (pl.) 플란넬 제품(붕대·속옷, 특히 운동 바지)

203 balcony [bǽlkəni] n. 발코니; (극장의) 2층 특별석

203 gnome [noum] ① n. (땅속의 보물을 지킨다는) 땅 신령, 꼬마 도깨비, 난쟁이; 쭈글쭈글



                                                             

한 노인; ② n. 격언, 금언

203 crouch [krautʃ] v. 몸을 구부리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203 brass [bræs] n. 놋쇠, 황동

203 cog [kɔg] n. (톱니바퀴의) 이

203 gutter [gʌ́tər] n. 배수구, 도랑

203 tessellate [tésəle ̀it] vt. (마루·포장도로 등을)  바둑판 모양[모자이크식]으로 만들다

207 hassle [hǽsl] n. (구어) 격론, 말다툼, 싸움: 혼전, 혼란

208 petrol [pétrəl] n. [영국] 가솔린, 휘발유

210 nerve [nəːrv] n. 신경; 용기, 냉정함; 뻔뻔스러움

212 logarithmic [lɔ̀ːgəríðmik] a. 대수(對數)의

212 formula [fɔ́ːrmjələ] n. (일정한) 방식, 법칙; 판에 박은 말, 상투적인 문구; [수학·화학] 공식, 식

213 cube [kjuːb] n. 입방체, 정6면체; [수학] 세제곱

213 spinach [spínitʃ] n. 시금치

216 gravy [gréivi] n. 고기국물, 고기국물 소스

216 bleach [bliːtʃ] v. 표백하다, 희게 하다, 희어지다; n. 표백, 표백제

220 carbonize [kɑ́ːrbənàiz] vt.숯으로 만들다, 탄화하다

220 collar [kɑ́lər] n. 칼라, 깃; (목에 거는) 훈장, (장식용) 목걸이; (개 등의) 목걸이,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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