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Stone fox 영어 원서 단어장 

 Stone fox
- 꼬마 Willy와 경주에서 한 번도 져 본적 없는 Stone Fox가 

  농장과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개썰매 경주에 출전합니다! 

- 총 895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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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nowledgments

volition  [voulíʃən] n. 의지, 결의, 의지력, 결단력

solicitous  [səlísətəs] a. 염려하는, 정성스런, 열심인, 전념하는

tranquility [træŋkwíləti] n. 평정, 평온, 평안

1. Grandfather

ceiling  [síːliŋ] n. 천장

scarecrow  [skɛ́ərkro ̀u] n. 허수아비

beard [biərd] n. 턱수염

coop [ku(ː)p] n. 닭장, 우리

porch [pɔːrtʃ] n. 현관, 포치, 차대는 곳, 입구

out of breath idiom. 숨을 헐떡이며, 숨이 차서

tan [tæn] 
① a. 황갈색의; 

② vt. 무두질하다, 햇볕에 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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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ch up idiom. 휙 끌어올리다; [말 따위]를 수레에 매다  

palomino  [pæ̀ləmíːnou] n. 갈기와 꼬리가 휜 담갈색의 말

2. Little Willy

irrigation [i ̀rəge ́iʃən] n. 관개, 물을 끌어들임

growl [graul] v.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howl [haul] vi. (개·이리 따위가) 짖다, 울부짖다; 크게 웃다

inspect [inspe ́kt] vt. 검사하다, 조사하다

mend [mend] v. 수선하다, 고치다, 개선하다; (걸음을) 빨리하다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mare [mɛəːr] n. 암말, 암컷; 여자

plead [pliːd] vt. 변호하다, 변론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bushel [bu ́ʃəl] n. 부셸(용량의 단위. 약 36리터, 약 2말)

3. Searchlight

squeak [skwiːk] v. (쥐 따위가) 찍찍 울다, 삐걱삐걱 소리 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sturdy [stə́ːrdi] a. 튼튼한, 억센; 건장한, 건전한, 착실한, 완강한

errand [e ́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slicker [slíkəːr]
n. ① 길고 헐거운 비옷, 야바위꾼, 사기꾼, 

   ② (옷차림, 태도가) 매끈한 도시 사람 (=city slicker)

loom [luːm] vi. 불쑥 모습을 드러내다

perk [pəːrk]
vi. (귀, 꼬리 등이) 쫑긋 서다, 젠체하다, 뽐내다; 

vt. 멋 부려 차려 입다, 원기를 회복하다, (머리, 코, 꼬리를) 치켜 올리다(up)

lunge [lʌndʒ] vi. 찌르다, 돌진하다, 치다

twilight [twa ́ilait] n. 황혼, 희미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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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ng [stiŋ] vt. 찌르다, 쏘다; n. 찌르기, 쏘기, (동물의)침, 고통

forge [fɔːrdʒ] vi. 서서히 나아가다, 착실히 전진하다; 점진하다, 서서히 선두로 나가다 (보통 forge 

ahead로)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4. The Reason

twang [twæŋ] vt. 윙하고 울리다, 현을 퉁겨 울리다

ricochet [ríkəʃe ̀t] n. 취며 날기, 도탄, 튀며 나는 탄환; 

vi. 튀며 날다; 도탄 사격을 하다

snarl [snɑːrl] vi.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derringer [de ́rindʒər] n. 데린저식 권총

authority [əɵɔ́ːriti] n. 권위, 권력, 위신

droopy [dru ́ːpi]

comb [koum]

① a. 축 늘어진, 수그린; 지친, 의기소침한 

② v. (머리카락·동물의 털 따위를) 빗질하다, 빗다.

apparently [əpæ ́rəntli] ad. 보기에, 외관상으로; 분명히, 명백히

expose [ekspo ́uz] vt. 드러내다, 쐬다, 맞히다; 폭로하다, 보이다

stain [stein]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n. 얼룩, 오점

5. The Way

slick [slik] a. 매끈매끈한, 미끄러운; 능숙한, 교묘한

bobble [bɑ́bəl] vi. 위아래로 움직이다; 잘못[실수]하다

twitch [twitʃ] vi. 홱 잡아당기다, 잡아채다; (손가락·근육 따위가) 씰룩거리다

clutch [klʌtʃ] vt. 꽉 잡다, 붙들다

squeeze [skwiːz] vt. 죄다, 압착하다, 꽉 쥐다

6. Stone Fox

tonic [tɑ́nik] n. 강장제, 활기를 돋우는 것; a. 튼튼하게 하는, 원기를 돋우는

mop [mɔp] v. 자루걸레로 닦다; n. 자루걸레

sweat [swet] n. 땀

handkerchief [hǽŋkərtʃif] n. 손수건

blot [blɑt] n. 얼룩, 더러움, 오점; vt. 더럽히다, …을 얼룩지게 하다; 가리다, 덮어 숨기다(out)

stand a chance idiom. (성공, 생존의) 조짐이 보이다

plop [plɔp] n. 풍덩, 쿵, 퐁당(소리); 풍덩(떨어짐)

from ear to ear 입을 크게 벌리고 (grin from ear to ear : 입이 귀에 걸렸다)

loop [luːp] n. 고리; 고리 장식

samoyeds [sæ ̀məjed] n. 사모예드 사람, 사모예드 개

strut [strʌt] vi. 점잔빼며 걷다, 활보하다, 팽창하다; vt. 뽐내며 자랑해보이다, 과시하다

moccasin [mɑ́kəsin] n. 밑이 평평한 노루 가죽신; 그것과 비슷한 신 

tilt [tilt] vt. 기울이다, 뒤집다

gasp [gæsp] v.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놀람 따위로) 숨이 막히다

cunning [kʌ́niŋ] a. 잘된, 교묘하게 연구된; 약삭빠른, 교활한



                                                                       

blurt out 무심코 입 밖에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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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se [rifju ́ːz] vt. 거절하다, 거부하다

treatment [tríːtmənt] n. 취급, 대우, 대접; 치료법, 치료제

reservation [re ̀zəːrve ́iʃ-ən] n. 보류, 조건, 제한, 단서, 예약, 예약석, 지정석

every inch of idiom. 모든 것, 구석구석 전부 다

by heart idiom. 외워서, 암기하여

contestants [kənte ́stənt] n. 경쟁자, 경쟁 상대, 논쟁자

7. The Meeting

mighty [máiti] a. 강력한, 힘센, 중대한; 굉장한, 대단한 

darn [dɑːrn] ① vt. 감치다, 깁다, 꿰매다 ② (구어·완곡) damn

root for 성원하다, 지지하다, 응원하다 (ex: I'll be rooting for you!)

I'll be rooting for you. idiom. 너를 응원할게

at the top of one’s lungs 아주 큰 소리로, 목청껏

swish [swiʃ] v. 휙 소리를 내다, 휙 움직이다, 휙 지나가다; n. 휙휙(날개·채찍 따위의 소리)

treacherous [tre ́tʃ-ərəs] a. 배반하는, 반역하는, 불충한;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위험한

heap [hiːp] n. 쌓아올린 것, 퇴적, 더미, 덩어리

barn [bɑːrn] n. (농가의) 헛간, 광

investigate [inve ́stigeit] v. 조사하다, 연구하다, 심사하다

sweep [swiːp] vt, 청소하다, 쓸어버리다, 씻어 내리다; 휩쓸다; 날려버리다

massive [mǽsiv] a. 크고 무거운, 큰 덩어리의; 큼직한; 강력한 

toss [tɔːs,tɑs] v. 던지다, 던져 올리다

toss and turn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거리다 (toss and turn sleepless in bed)

8. The Day

swollen [swo ́ulən] a. 부어오른, 부푼, 물이 불은; 과장한, 과대한(평가 따위)

chimney [tʃímni] n. 굴뚝

jag [dʒæg] vt. … 을 들쭉날쭉하게 만들다, 들쭉날쭉하게 찢다

slingshot[slíŋʃɑ̀t] n. 새총

abrupt [əbrʌ́pt] a.  갑작스러운, 뜻밖의 (부사형: abruptly 갑자기)

apron [e ́iprən] n. 에이프런, 앞치마, 앞자락, 무릎 덮개

the odds idiom. 가망, 가능성 

bump [bʌmp] v. 부딪치다, 충돌하다; n. 충돌

puffy [pʌ́fi] a. 부푼, 팽창된; 자만하는, 허풍떠는; 숨이 가쁜, 헐떡이는

sparkle [spɑ́ːrk-əl] vi. 반짝반짝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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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uckle [nʌ́kəl] n. 손가락 관절(마디); v. 손가락 마디로 치다

tension [te ́nʃən] n. 긴장, 긴박, 팽팽함

9. The Race



                                                                       

outskirt [áutskə̀ːrts] n. 변두리, 교외

permit [pərmi ́t] v. 허가하다, 허락하다

disqualify [diskwɑ́ləfài] vt. 실격시키다, 실격자로 판정하다, 결격자라고 선고하다

pick up idiom. 줍다, 들다; 되찾다, 회복하다; 내다, 더하다 

shriek [ʃriːk]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비명을 지

르다, 비명을 지르며 말하다

glimpse [glimps] n. 흘끗 보임, 일견

magnificent [mægni ́fisənt] a. 웅대한, 장엄한

pour [pɔːr] vt. 따르다, 붓다, 쏟다, 흘리다, 쪼이다 

10. The Finish line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grasp [græsp] v. 붙잡다, 움켜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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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