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Sarah, Plain and TallSarah, Plain and TallSarah, Plain and Tall   영어 원서 단어장 

 Sarah, Plain and TallSarah, Plain and TallSarah, Plain and Tall
- 캐이럽과 애나가 좋아하는 새라 아줌마는 과연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까요?

- 1985년 뉴 베리 상 수상작!

- 초등학생 필독 도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단어장을 활용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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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 [stəːr] v. 휘젓다, 움직이다, 흔들다; 흥분시키다 

feisty [fa ́isti] a. 기운찬, 의욕이 넘치는; 공격적인; 귀찮은, 곤란한

colt [koult] n. 망아지; 애송이, 미숙한 자, 신출내기

rascal [ræ ́skəl] n. 악당, 깡패, 장난꾸러기, 녀석

crowd [kraud] n. 군중, 인파; v. 군집하다, 붐비다, 꽉 들어차다

pail [peil] n. 들통, 버킷(bucket)

harsh [hɑːrʃ] a. 거친, 가혹한, 호된

advertisement [ædvərtáizmənt] n. 광고, 선전

shuffle [ʃʌ́f-əl] v. (발을) 질질 끌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snore [snɔːr] v. 코를 골다

turnip [tə́ːrnip] n. [식물] 순무(의 뿌리)

necessary [ne ́səse ̀ri] n. 필요한 것, 필수품;  a.필요한, 필연적인,

insult [insʌ́lt] n. 모욕; vt. 모욕하다

sneak [sniːk] v.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Chapter 2

braid [breid] vt. (머리를) 땋다; n. 꼰(땋은) 끈, 노끈

flounder [fla ́undər] vi. 버둥거리다,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bass [bæs] n. 배스(농어의 일종)

pesky [pe ́ski] a. 성가신, 귀찮은.

hush [hʌʃ] vt. 조용하게 하다, 침묵시키다; n. 침묵

envelope[e ́nvəlo ̀up] n. 봉투

shingle [ʃíŋg-əl] n. 지붕널, 지붕 이는 판자

stall [stɔːl]
n. 마구간, 외양간의 한 칸; 매점, 노점, 진열대; 

vt. 마구간에 넣다; 오도가도 못 하게 하다

pitchfork [-́fɔ̀ːrk] n. 건초용 포크, 갈퀴; vt. (포크, 갈퀴 따위로) 긁어 올리다, 갑자기 밀어 넣다

bonnet [bɑ́nit] n. 보닛(턱 밑에서 끈을 매는 어린이용의 챙 없는 모자)

peer [piər] vi.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

Chapter 3

bloom [bluːm] n. 꽃; v. 꽃이 피다

slick [slik] a. 매끈매끈한, 미끄러운; 능숙한, 교묘한

suspender [səspe ́ndər] n. (매)다는 사람[물건]

hitch [hitʃ] n. 달아맴, 얽힘; 장애, 걸림돌; vt. (말 따위를)매다; (고리·열쇠·밧줄 등을)걸다; 

홱 움직이다, 와락 잡아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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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her [go ́ufər] ①  뒤쥐, 땅다람쥐 

② [속어] 부지런한 사람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porch [pɔːrtʃ] n. 현관, 포치, 차대는 곳, 입구

marsh [mɑːrʃ] n. 습지, 소택지, 늪

rock [rɑk] n. 바위, 암석, 암반

windbreak [wi ́ndbre ̀ik] n. 바람막이, 방풍 설비[벽]

clatter [klǽtər] n. (나이프·포크·접시 따위의) 덜걱덜걱하는 소리; v. 달가닥달가닥 울리다

bun [bʌn] n. 롤빵, 둥근 빵

sniff [snif] v. 코를 킁킁거리다; 콧방귀를 뀌며 말하다

gull [gʌl] n. 갈매기

snail [sneil] n. 달팽이, 늘보

preacher[príːtʃər] n. 설교자, 전도사

quilt [kwilt] n. (솜·털·깃털 따위를 둔) 누비이불; 누비 침대 커버

flax [flæks] n. 아마섬유; 아마 천, 리넨

Chapter 4

roam [roum] vi. 거닐다, 배회하다

windowsill [-sil] n. 창턱, 창 아래 틀

scallop [skɑ́ləp] n. 가리비; 그 껍질; 조개 냄비, 속이 얕은 냄비

conch [kɑntʃ] n. 소라류; 조개, 조가비

prairie [prɛəri] n. 대초원

[pæ ́dək] n. 작은 방목장

goldenrod [go ́uldnrɑ̀d] n. 메역취(식물의 이름)

wild aster n. [식물] 들국화

ragwort n. [식물] 금불초

thump [ɵʌmp] v.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n. 탁, 쿵(소리)

gull [gʌl] n. 갈매기

dusk [dʌsk] n. 땅거미, 황혼, 어스름.

scatter [skæ ́tər] v.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지다

bat [bæt] v. …을 치다

buzzing [bʌ́ziŋ] a. 윙윙[와글]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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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is icumen in
‘여름이 왔다(Summer has come in)’ : 13세기 중세시대부터 영국에서 불려져 

내려온 노래의 제목

Lbude sing cuccu Loud sing cuckoo (뻐꾸기야 큰소리로 노래 불러라)



                                                              

meadowlark [me ́doulɑ̀ːrk] n. 들종다리( 새의 종류)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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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ft [drift] v. 표류하다, 떠돌다, 바람에 날려 쌓이다. 

meadow [me ́dou] n. 목초지, 풀밭

buzzard [bʌ́zərd] n. [조류] 말똥가리, (미국) 대머리수리; (미국속어) 멍청이, 얼간이

lantern [læ ́ntəːrn] n. 랜턴, 호롱, 등롱

charcoal [tʃɑ́ːrko ̀ul] n.숯, 목탄; 목탄화 

windmill [wíndmìl] n. 풍차

dune [djuːn] n. 모래 언덕

cliff [klif] n. 절벽, 낭떠러지

spruce [spruːs] n. 가문비나무속(屬)의 식물(갯솔·전나무 등)

sparkle [spɑ́ːrk-əl] vi. 반짝반짝 빛나다

mica [ma ́ikə] n. 운모, 돌비늘(광물)

Chapter 6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chant [tʃænt] v. (노래를) 부르다; 일제히 외치다

tumbleweed [tʌ́mblwìːd] n. 회전초(식물 종)

gully [gʌ́li] n. (보통 물이 마른) 협곡, 골짜기; 도랑, 배수구

stiff [stif] a. 굳은, 뻣뻣한; 완강한, 완고한

pond [pɑnd] n. 못; 늪; 샘물; 양어지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

wade [weid] vi. (강 따위를) 걸어서 건너다; 힘들여 걷다, 고생하며 나아가다

petticoat[pe ́tiko ̀ut] n. 페티코트, 속치마

sputter [spʌ́təːr]
vi. 푸푸[지글지글, 탁탁] 소리를 내다; 흥분하여 말하다; vt. (입속의 음식이나 침 

등을)튀기다

tread [tred] (tread-trod-trod) vt. 밟다, 걷다, 지나다; vi. 걷다, 가다

gleam [gliːm] vi. 번쩍이다, 빛나다

killdeer [kíldi ̀ər] n. 물떼새의 일종

Chapter 7

dandelion [dǽndəla ̀iən] n. [식물] 민들레

braid [breid] vt. (머리를) 땋다; n. 꼰(땋은) 끈, 노끈

whicker vi. <말이> 나지막이 울다



                                                              

sackful [sǽkfu ̀l n. 부대 가득한 분량, 한 부대, 한 섬, 다량

cluck [klʌk] v. (암탉이) 꼬꼬 울다

grain [grein] n. 낟알; 곡물, 곡류

hoot [huːt]
vi. (올빼미가) 부엉부엉 울다; (경적이) 울리다; 야유하다; n. 부엉부엉 (올빼미 울

음소리)

hitch [hitʃ] n. 달아맴, 얽힘; 장애, 걸림돌; vt. (말 따위를) 매다; (고리·열쇠·밧줄 등을) 걸

다;   홱 움직이다, 와락 잡아당기다

stir [stəːr] v. 움직이다, 휘젓다

squawk [skwɔːk] v. (오리가) 꽥꽥 울다; 시끄럽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wag [wæg] v. 흔들어 움직이다, 꼬리를 흔들다; 계속 움직이다

zinnia [zíniə] n. 백일초

marigold [mǽrəgo ̀uld] n. 금잔화, 금송화

fever few [fíːvərfju ̀ː] n. 흰꽃여름[화란] 국화

dahlia [dæ ́ljə] n. 달리아

columbine [kɑ́ləmbàin] n. 매발톱꽃

nasturtium [nəstə́ːrʃəm] n. 한련(旱蓮-식물 종)

tansy [tæ ́nzi] n. 쑥국화

belly [be ́li] n. 배, 복부

Chapter 8

overal [o ́uvərɔ̀ːl] n. (pl) 작업용 바지, 작업복

crisply [krispli] ad. 파삭파삭하게; 힘차게, 뚜렷하게; 상쾌하게, 서늘하게

nip [nip] vt. 물다, 집다, 꼬집다

sly [slai] a. 음흉한, 은밀한; 익살맞은 (slyly : ad. 음흉하게, 장난스럽게)

stubbornly [stʌ́bəːrnli] ad. 완고하게; 완강히

rumble [rʌ́mb-əl] vi.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나다

carpenter [kɑ́ːrpəntər] n. 목수, 목공

wisp [wisp] n. 작은 단; 작은 다발; 작은 물건; 얼핏 스치는 표정

weary [wíəri] a. 피로한, 지친 (wearily : ad. 지쳐서, 진저리나서)

squall [skwɔːl] n. 질풍, 돌풍, 스콜(비나 눈을 동반)

flatten [flǽtn] vt. 평평하게 하다; 압도하다, 납작하게 하다

pungent [pʌ́ndʒənt] a. 매운, 얼얼한, 자극성의; 날카로운, 신랄한

mill [mil] n. 방앗간, 제분소; (곡물을) 맷돌로 갈다, 빻다

huddle [hʌ́dl] vi. (~ together) 붐비다, (떼 지어) 몰리다; vt. 뒤죽박죽 주워 모으다

bleat [bliːt] v. (양·염소·송아지가) 매애 울다; 재잘재잘 지껄이다;   우는 소리를 하다, 푸념



                                                              

하다

tremble [tre ́mbl] v. 떨다, 떨리다; n. 떨림, 전율

crackle [krǽkəl] n. 딱딱[우지직]하는 소리; v. 딱딱 소리를 내다

eerie [íəri] a. 섬뜩한, 무시무시한, 기분 나쁜, 기괴한

hail [heil]
① n. 싸락눈, 우박; vi. 우박이 내리다; 

② vt. 환호하며 맞이하다, 환영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crunch [krʌntʃ] v. 우두둑 깨물다; 우지끈 부수다

Chapter 9

hailstone [-́sto ̀un] n. 싸락눈, 우박.

groom [gru(ː)m] n. 마부, 남자 하인, 신랑 

rein [rein] n. (pl.) 고삐; 통제 수단, 제어, 구속; v. 고삐로 조종하다

scuttle [skʌ́tl] vi. 급히 가다, 황급히 달리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n. 종종걸음

murmur [mə́ːrməːr] v. 중얼거리다

thump [ɵʌmp] v.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n. 탁, 쿵(소리)

nudge [nʌdʒ] vt.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조금씩 움직이

다; n. (주의를 끌기 위해)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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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n. 곁눈질, 사팔눈

wail [weil] n. 울부짖음, 비탄, 통곡; vi. 울부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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