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Frindle 영어 원서 단어장 

 Frindle

-  사전을 신봉하는 국어 선생님과 pen을 frindle이라 부르는 Nick과의 한판 승부!

-  총 16232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장을 활용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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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custodian [kʌsto ́udiən] n.관리인, 보관자; 수위

stomp [stɑmp] v. 짓밟다, 발을 구르며 걷다

principal [prínsipəl] a. 주요한, 제1의; n. 장(長), 교장  

spike [spaik] n. 긴 못

jolt [dʒoult] n. 급격한 동요, 충격; v. 덜컹거리다, 난폭하게 흔들다

blackbird [blǽkbə̀ːrd] n. 찌르레기(의 무리)

chirp [tʃəːrp] v. 짹짹[찍찍] 울다[지저귀다]

beak [biːk] n. 새의 부리

squeaky [skwíːki] a. 찍찍하는, 삐걱 소리를 내는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pounce [pauns] vi. 달려들다, 갑자기 덤벼들다

Chapter 2

recess [ríːses] n. 쉼, 휴식; 쉬는 시간

monopoly [mənɑ́(ɔ́)pəli] n. 독점, 독점 판매

reputation [repjute ́iʃən] n. 평판, 명성

twinkle [twíŋk-əl] v. 반짝반짝 빛나다

crack [kræk] v. 금이 가다, 부수다; 농담을 하다

syllable [síləbbəl] n. 음절, 한마디

worship [wə́ːrʃip] v. 예배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altar [ɔ́ːltər] n.제단; 제대(祭臺); 계단

acquire [əkwa ́iər] vt. 손에 넣다, 취득하다, 얻다

expand [ikspǽnd] v. 펴다, 펼치다; 넓히다, 확장하다; 퍼지다, 넓어지다.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n. 신음 소

리

frantically [frǽ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광란하여

Chapter 3

pretest [príːte ̀st] n. 예비 시험(검사); v.예비 시험을[검사를] 하다.

procedure [prosíːdʒər] n. 수속, 절차

cursive [kə́ːrsiv] n., a. 흘림(으로 쓰는)

letup [le ́tʌ̀p] n. 감소, 감속; 완화, 해이

peek [piːk] v. 살짝 들여다 보다, 엿보다

Chapter 4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n. 신음 소

리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look over idiom.  …을 바라보다, 조사하다, 훑어보다, 간과하다

spill [spil] v. 엎지르다, 흘리다

etymological [e ̀təmɑ́lədʒàiz] v.(┅의) 어원을 조사[연구, 정의]하다

lexicographic [le ̀ksəkougrǽfik] a.사전 편집(상)의

ingredient [ingríːdiənt] n. 성분, 원료, 재료

plop [plɔp] n. 풍덩, 쿵, 퐁당(소리); 풍덩(떨어짐)

couch [kautʃ] n. 긴 의자, 침상, (기댈 수 있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소파

Chapter 5

jumble [ʤʌ́mbl] n. 혼잡; 뒤범벅; 주워 모은 것

harsh [hɑːrʃ] a. 거친, 가혹한, 호된

fluorescent [flu ̀-əre ́snt] a. 형광을 발하는, 형광성의; 산뜻한, 빛나는

tick [tik] v. (시계 따위가) 똑딱거리다

flip [flip] v. (손가락으로) 튀기다, 가볍게 치다; ( … over) 열중하다

glance [glæns] v. 흘긋 보다, 잠깐 보다

gulp [gʌlp] vt. 꿀꺽꿀꺽 마시다, 쭉 삼켜버리다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stool [stuːl] n. 걸상

bunch [bʌntʃ] n. 다발, 송이, 떼; v. 다발로 만들다; (한 떼로) 모으다, 모이다 (up)

shush [ʃʌʃ] int. 쉬잇, 조용히; n. 쉬잇 하는 신호; v. 입 다물게 하다, 입 다물다

sneak [sniːk] v.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screech [skriːtʃ] vi.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내다, 비명을 지르다;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linoleum [lino ́uliəm] 리놀륨(마루의 깔개)

applause[əplɔ́ːz] n. 박수갈채, 칭찬

sink [siŋk] v. 가라앉다, 침몰하다

beam [biːm] vi. 빛을 발하다; 밝게 미소 짓다

woof v. n.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vi.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다; 저음을 내다

wag v. (머리·꼬리 등을) 흔들다, 흔들어 움직이다 

bait [beit] n. 미끼, 먹이; 유혹; vt. …에 미끼를 달다, 미끼로 꾀다

blur [bləːr] n.더러움, 얼룩; 결점, 오점, 오명; 흐림, 불선명.

Chapter 6   

curb [kəːrb]
n. 재갈, 고삐; 구속, 속박; (인도와 차도 사이의) 연석, 차도에서 인도가 될 때 

약간 높아지는 턱; vt. (말에) 재갈을 물리다; 억제하다, 구속하다

sank in idiom 서서히 이해되다, 잊혀 지다,  …의 신용을 잃다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clatter [klæ ́tər] n. (나이프·포크·접시 따위의) 덜걱덜걱하는 소리; 

v. 달가닥달가닥 울리다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wrinkle [ríŋk-əl] vt. 주름을 잡다, 찌푸리다; n. 주름, 잔주름

pantry [pǽntri] n. 식료품 저장실, 식기실

rack [ræk] n.선반, 분류 상자; 접시 걸이

Chapter 7

blurt [bləːrt] vt. ( …out) 불쑥 말하다, 무심결에 말하다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emphasize [e ́mfəsa ̀iz] vt. 강조하다; 역설하다

maroon [məru ́ːn] a. 밤색(적갈색)의

fountain [fáuntin] n. 분수; 분수지; 분류, 흐름; 샘; 원천, 근원.

Chapter 8

detention [dite ́nʃən]

conference [kɑ́(ɔ́)nfərəns]

n. 구류, 구금, (벌로서) 방과 후 잡아두기

n. 회담, 회의, 협의

disruption [disrʌ́pʃən] n.분열; 붕괴, 와해; 혼란, 방해; 환경 파괴

quill [kwil] n. 깃촉, 깃촉 펜

cursive [kə́ːrsiv] n. , a. 흘림(으로 쓰는) 

abruptly [əbrʌ́ptli] ad. 갑자기(suddenly), 불쑥, 뜻밖에

superintendent  [su ̀ːpərinte ́ndənt] n. 감독자, 지휘자

Chapter 9

linebacker [la ́inbæ̀kər] n. 라인배커(미식축구 수비의 2열째에 위치하는 선수)

loosely [lu ́ːsli] ad. 느슨하게, 헐겁게; 헐렁하게; 뿔뿔이; 막연히; 엉성하게

stiffly [pəːrtʃ] ad. 딱딱하게, 완고하게

forbid [fərbíd] vt. 금하다, 허락하지 않다

ruin [ru ́ːin] v.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rebellion [ribe ́ljən] n. 모반, 반란, 폭동

embarrass [embǽrəs] v. 당혹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annoy [ənɔ́i] v.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n. 공연한 소란, 안달함

authority [əɵɔ́ːriti] n. 권위, 권력, 위신

pipe in idiom.  …를 전송하다,  …를 파이프로 넣다

vandalism [vǽndəlìzəm] n. 문화·예술의 파괴; 만풍, 만행

trail off idiom 서서히 사라지다

twilight [twa ́ilait] n. 황혼, 희미한 빛



disrespectful [dìsrispe ́ktfəl] a. 무례한, 실례되는, 경멸하는

knock it off idiom. 그만둬라, 잠자코 있어라

Chapter 10

rowdy [ráudi] a. 난폭한, 난장 치는, 싸움 좋아하는; 떠들썩한; 야비한

burglary [bə́ːrgləri] n. 주거침입(죄), 밤 도둑질, 강도

obey [oube ́i] v. ... 에 복종하다, ... 에 따르다

secretary [se ́krəte ̀ri] n.비서, 서기; 사무관, 비서관, 서기관; 간사

prank [præŋk] n. 농담, 희롱

phony [fo ́uni]
a. (구어) 가짜의, 엉터리의; n. 가짜, 위조품, 사기꾼; vt. 위조하다, 속이다, 날

조하다

squirm [skwəːrm] vi. (벌레처럼) 꿈틀거리다, 움직거리다,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strain [strein] v. 잡아당기다, 꽉 죄다, 긴장하다; n. 긴장, 압박, 팽팽함

fleck [flek] n. 반점, 얼룩, 주근깨

fad [fæd] n.일시적 유행; 변덕; 도락, 취미

predict [pridíkt] v. 예언하다, 예상하다

bunch of idiom. 손, 주먹

brag [bræg] v. 자랑하다, 자만하다, 허풍떨다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comb [koum] v. (머리카락·동물의 털 따위를) 빗질하다, 빗다.

pucker [pʌ́kər] v. 주름을 잡다(잡히다), 주름살지게 하다; (입술 따위를) 오므리다

Chapter 11

mastermind [mǽstəːrmàind] vt. (배후에서) 지휘[조종]하다.

plot [plɑ(ɔ)t] n. 음모, 계획; 줄거리; vt.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superintendent [su ̀ːpərinte ́ndənt] n. 감독자, 지휘[관리]자; 소장, 원장, 교장; 장관; 국장

slap [slæp] n. 넓적한 것으로 한번 침, 철썩 (때리기); v. 찰싹 때리다. 세게 치다

Chapter 12

awkward[ɔ́ːkwərd] a. 거북한, 어색한

custodian  [kʌsto ́udiən] n. 관리인, 보관자; 수위

fellow [fe ́lou] n. 친구, 동료, 사나이, 녀석

get around idiom … 을 잘 피하다, 극복하다; 돌아다니다 

preliminary [prilíməne ̀ri] a.예비의, 준비의; 임시의; 시초의; 서문의.

 

subscribe  [səbskráib] vt. 서명하여 동의하다; 기부할 것을 약속하다, 신청하다, 구독하다

zip [zip] v. 지퍼로 잠그다[열다]

porch [pɔːrtʃ] n. 현관, 포치, 차대는 곳, 입구

pretend [prite ́nd] v. …인 체하다

squint [skwint]
a. 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

다(at); n. 곁눈질, 사팔눈

mind your Ps and Qs. idiom. 언행을 삼가다

disruption [disrʌ́pʃən] n. 분열; 붕괴, 와해; 혼란, 방해; 환경 파괴



controversial [kɑ̀ntrəvə́ːrʃəl] a. 논쟁의, 논의의 여지가 있는, 논쟁의 대상인

chalk up idiom.  …을 기록해두다, 메모하다

complication [kɑ̀mplike ́iʃən] n. 복잡; 복잡화; 혼란, 말썽거리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n. 공연한 소란, 안달함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shrink [ʃriŋk] v. 줄다, 오그라들다, 위축되다

ruckus [rʌ́kəs] n. 법석, 소동, 논쟁

trust [trʌst] n. 신뢰, 신용, 신임; v. 신뢰하다, 믿다

account [əkáunt] n. 계산, 셈; v. 계산하다, 설명하다

Chapter 13

ripple [ríp-əl] n. 잔물결, 파문; 곱슬곱슬함, 웨이브; 소곤거림.

celebrity [səle ́brəti] n. 유명 인사, 명성

Chapter 14

rascal [rǽskəl] n. 악당, 깡패, 장난꾸러기, 녀석

curiosity [kjuːriɑ́(ɔ́)siti] n. 호기심

clam up idiom. 입을 다물다; 답변을 거부하다

commotion [kəmo ́uʃən] n. 동요, 흥분, 소동, 소요, 폭동

stir up idiom.  …을 뒤섞다, 휘젓다, 일으키다, 야기 시키다, 선동하다 

Chapter 15  

pound [paund]

① n. 파운드(무게의 단위); 

② v. 마구 치다, 세게 두드리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③ n. 울타리, 우리, 동물 수용소

arbitrary[ɑ́ːrbitre ̀ri] a. 임의의, 멋대로의; 

coinage [kɔ́inidʒ] n. 화폐 주조, 주조 화폐.

confess [kənfe ́s] vt. 자백하다, 인정하다

villain [vílən] n. 악인, 악한

endure [indju ́ər] v. 견디다, 인내하다, 지탱하다

oblong [ɑ́blɔːŋ] a. 직사각형의

lid [lid] n. 뚜껑

bow [bou] n. 활; 활의 사수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pluck [plʌk] v. 잡아 뜯다, 뽑다; n. 잡아 뜯기; 담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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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ppy [slɑ́pi] a. 묽은, 물기 많은, 맛없는, 단정치 못한, 엉성한

popsicle [pɑ́psikəl] n. [미국] (가는 막대기에 얼린) 아이스캔디 (ice lolly의 상표명)

engrave [engre ́iv] vt. 조각하다; 새기다; 명심하다, 새겨두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원서를 읽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영어 원서, 월E를 만나보세요!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정식 출간된 순도 100% 원서 기반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과 슬랭은 원어민 전문가가 적절히 순화!

 완벽히 정리된 영어 단어장과 Comprehension Quiz까지!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오디오북 포함!

 한국 외국어 대학교 마이클 마이즈너 교수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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