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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바로가기� (클릭)� ▲

 영어� 원서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 � � 이를� 활용하면� 원서를� 더욱� 쉽게� 읽고,� 어휘력을� 탄탄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 원본� 출처� :� 스피드� 리딩� 카페� 단어장� 게시판� (http://cafe.naver.com/readingtc/76071)

� � � � 이� 단어장은�대한민국�최저가�인터넷�서점� 『인터파크�외국도서』와의� 제휴를� 통해� 재배포� 되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원서� 읽기� 동호회� 스피드� 리딩� 카페를� 방문해보세요!

이미� 수만� 명의� Reader들이�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adingtc



단어 뜻 이미지

growly 으르렁 거리는, 화를 잘 내는

slither 주르르 미끄러지다.

gorse 가시금작화

prickle 뾰족한 끝, 가시

string 1 끈, 일련   2 실에 꿰다   

deception

속임

deception 남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뜻

하는 일반적인 말; 반드시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님A magician uses 

deception. 마술사는 속임수를 쓴다.

fraud 남을 속여 재산이나 권리 등을 빼

앗는 범죄적인 짓get money by fraud 

돈을 사취하다

trickery 교묘한 술책·속임수를 써서 속이

는 짓; 다소 문어적인 말resort to 

trickery to gain one’s ends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술책을 쓰다

fond 좋아하는, 정다운, 다정한

deceive 속이다

pity 1 불쌍히 여김, 동정   2 불쌍히여기다

verse 운문, 절

spoil
1 망치다, 성격을 버리다, 응석 받다   

2 상하다, 못쓰게 되다

stout 뚱뚱한, 튼튼한

gaily 흥겹게, 명랑하게, 야하게, 화려하게

bank 둑, 강둑

scuffling 움직이는(바스락거리는)소리

bother 괴롭히다, 걱정하다

mouthful 한 입 가득, 한 입(의 양); 소량(의 음식)

condense 응축하다,요약하다

greedy 탐욕스러운

sticky 끈적거리는

larder
1 고기 저장소, 식료품실  

2 저장 식료품

crossly

1. 가로로, 비스듬히 

2. 거꾸로, 반대로 

3. 뿌루퉁하게, 심사가 나서 

stern 엄격한, 단호한

fetch 1. (가서) 가지고[데리고, 불러] 오다

sniff 코를 킁킁거리다

point out ~을 지적하다

fellow 1 사나이, 녀석   2 동료의, 친구의

sustaining
1 떠받치는, 지탱하는, 유지하는   

2 몸에 기운을 주는

slender 호리호리한

hostile 적의, 적의있는

spinney 영 잡목림, 덤불

larch 낙엽송, 낙엽송 재목

lick 핥다

muddle 혼란시키다

plainly 명백히, 노골적으로, 확실히

particular
1 특별한, 특정한, 개개의, 특유의   

2 각별한, 상세한   3 사항, 상세

trot 1 빠른 걸음   2 빠른 걸음으로 가다

delude 속이다, 착각하게 하다, 현혹하다; 속이어 

winnie the pooh 단어장(ch.1~5)



…시키다

soothing
달래는, 위로하는, 누그러뜨리는, 진정하

는

thistly
1 엉겅퀴가 무성한, 엉겅퀴 같은, 가시가 

있는   2 찌르는   

inasmuch 

as
~인 까닭에

stump

1 그루터기

2 (의족으로 걷듯이) 뚜벅뚜벅 걷다, 무거

운 발걸음으로 걷다 

stump along 터벅터벅 걸어가다 

copse

=coppice
1 작은 관목 숲, 잡목 숲   2 벌채하다   

fir 전나무

dowdy
1 단정치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맵씨 없

는   2 누추한 여자

lace
1 끈   2 끈으로 묶다   3 끈으로 매어

지다   

beech 너도밤나무

march
1 행진하다   2 행군시키다   3 행진, 행

군, 진보, 행진곡

heather
[식물] 헤더 (히스(heath)속(屬)의 상록 

관목; 자홍색 꽃이 핌)

delicate
1 섬세한, 고운, 우아한, 섬약한   2 예민

한, 미미한   

mope
1 속상해하다, 침울해하다, 울적해하다   

2 느릿느릿 돌아다니다   

procedure 순서, 절차

humbly 겸손하여, 황송하여, 초라하게, 비천하게

sneeze 재채기 하다, 깔보다

wistful
탐내는, 바라는 듯한; 그리워하는, 동경하

는 

parlour

(parlor)
응접실

murmur

1 사각사각 하는 소리 2 속삭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투덜거리다

murmur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소리로 투덜거리다

murmur disagreement 작은 소리로 불찬

성이라고 말하다

mumble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불명료한 

작은 소리로 중얼대다

mumble the answer to a question 질문

에 대해 입속말로 대답하다

mutter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작은 소리로 

불만이나 노여움 등을 중얼거리다

mutter complaints 중얼중얼 불평을 하다

frisk
1 뛰어다니다, 뛰어 놀다   2 뒤흔들다, 

옷 위로 몸수색하다   

cunning 교활한, 간사한, 교묘한

acorn 도토리

goluptious 아주 맛있는

kick off 시작, 개시

polish 닦다, 광택

indeed
실로, 참으로, 하기는 그래, 사실은 그것

이 아니라   

bump 1 부딪치다   2 마주치다   3 충돌   

scamper

재빨리 달리다[뛰어 들어가다] (into); 급

히 사라지다, 질겁하여 달아나다 (off, 

away); (어린애·어린 짐승처럼) 뛰어 돌

아다니다, 장난치며 뛰어다니다 (about)



smash 1 때려 부수다   2 부서지다   3 분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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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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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_앞
	128
	카페단어장뒷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