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Stuart Little 영어 원서 단어장 

 Stuart Little
- 리틀 가의 일원이 된 생쥐 ‘스튜어트’의 흥미진진한 모험기!       

-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진 E.B. White의 이야기!

-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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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 the Drain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cane [kein] n. 지팡이, 매, 회초리

infant [i ́nfənt] n. 유아, 갓난아기; (비유) 초보자, 풋내기; a. 유아의; 유아용의; 유치한; 초기의

solemn [sɑ́(ɔ́)ləm] a. 엄숙한, 근엄한

inquire [inkwáiər] v. 묻다, 안부를 묻다; 조사하다

trifle [tráifl] n. 하찮은 것, 사소한 일; 조금, 약간

jerk [dʒəːrk] ① vt. 갑자기 움직이다; n. 갑자기 잡아당김; ② 바보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끌다, 끌어당기다; 운반하다, 끌어내다, 연행하다; n. 견인, 운반, 

수송

slimy [sláimi] a. 진흙투성이의, 진흙을 바른; 끈적끈적한; 불쾌한, 더러운, 치사한; 비열한 

violet [va ́iəlit] n. [식물] 제비꽃; 보라색, 청자색; (구어)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

sprinkle [spríŋk-əl] vt. (액체·분말 따위를) 뿌리다, 끼얹다, 붓다

2. Home Problems  

stoop [stuːp] vi. (몸을)구부리다, 굴복하다

perspiration  [pə̀ːrspəre ́iʃən] n. 땀; 발한 (작용)

inconvenience  [ìnkənvíːnjəns] n.  불편, 부자유; 폐, 귀찮음; 불편한 것, 귀찮은 일

station [ste ́iʃ-ən] vt. 부서에 배치하다, 두다, 주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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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ge [dɑdʒ] v. 홱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nursery [nə́ːrs-əri] n. 육아실, 탁아소, 보육원; 양성소, 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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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se [laus] n. [곤충] 이; (새·물고기·식물 등의) 기생충; (구어) 비열한 놈, 인간쓰레기

grouse [graus] n. [조류] 뇌조(들꿩과의 새)

souse [saus]
n. 간물(소금기가 섞인 물); 소금에 절인 것; 흠뻑 젖음; 물에 담금; (속어) 술꾼, 

술고래

pantry [pǽntri] n. 식료품 저장실, 식기실

3. Washing Up  

shiver [ʃívəːr] v. (추위·공포로) 후들후들 떨다

abdominal  [æbdɑ́mənəl] a. 배의, 복부의

abbey [æ ́bi] n. 대수도(수녀)원

washbasin  [wɑ́ʃbe ̀isn] n. 세면기, 세면대

faucet [fɔ́ːsit] n. 물 꼭지, 물 주둥이

brace [breis] v. 대비하다, 마음을 다잡다

bradawl [brǽdɔ̀ːl] n. 작은 송곳 

fuss [fʌs] n. 야단법석, 호들갑

4. Exercise 



                                                                        

needle [níːdl] n. 바늘; 침엽수의 잎

trapeze [træpíːz / trə-] n. 공중 그네 (체조·곡예용)

acrobat [æ ́krəbæ̀t] n. 곡예사

shade [ʃeid] 
n. 그늘, 응달; 어스름; 차양; 극소한 양, 근소한 차이; vt. 그늘지게 하다, 어둡

게 하다

budge [bʌdʒ] v. 움직이기 시작하다; 태도·견해를 바꾸다

mackerel [mǽk-ərəl] n. 고등어 (북 대서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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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ckle [tʃʌ́kl] vi. 낄낄 웃다; (혼자서) 기뻐하다; n. 낄낄 웃음, 미소

window shade  n. 블라인드 (보통 위에 롤러가 달려 있어 아래위로 접혔다 폈다 하는 블라인드)

5. Rescued   

vigorous [vígərəs] a. 원기 왕성한, 활발한

pry [prai]
① n. 엿보기, 탐색; 캐기 좋아하는 사람; vi. 엿보다(peep), 동정을 살피다; 

② vt. 지레로 들어 올리다, 파내다; n. 지레

wedge [wedʒ] vt. 밀어 넣다, 끼워 넣다; n. 쐐기

glare [glɛər] v. 번쩍번쩍 빛나다, 노려보다; n. 섬광

fiercely [fiərsli] ad. 맹렬히, 지독히

sob [sɑ(ɔ)b] vi. 흐느껴 울다

cellar [se ́lər] n. 지하실, 땅광, 움

hunt [hʌnt] v. 사냥하다, 추적하다, 찾다, 뒤지다; n. 사냥, 추적, 수색

lamb [læm] n. 새끼 양, 새끼 양의 고기

stew [stjuː]
n. [요리] 스튜 (서양식 요리의 하나로 고기와 야채 등을 넣고 뭉근히 익혀 만

듦); vt. 약한 불로 끓이다

exasperate [igzæ ́spəre ̀it] vt. 성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6. A Fair Breeze  

spyglass [- ́glæ ̀s, -́glɑ̀ːs] n. (휴대용) 작은 망원경, 쌍안경 

gait [geit] n. 걷는 모양, 걸음걸이

saunter [sɔ́ːntəːr] vi. 산책하다, 어슬렁거리다, 빈둥거리다; n. 산책, 느릿한 옛날의 댄스

cuff [kʌf] n. (장식용의) 소매 끝동; (와이셔츠의) 커프스; 바지의 접힌 단 

dime [daim] n. 다임, 10센트 동전 ('잔돈'이라는 뜻이 내포됨)

snatch [snætʃ] v.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content [kənte ́nt] vt. …에게 만족을 주다, 만족시키다; a. (그런 대로) 만족하여; n. 만족 

tin [tin] n. 주석, 양철 깡통(냄비)

foil [fɔil] ① 박(箔), 금속 박편, 포일;

② (상대방·계략 등을) 좌절시키다, 뒤엎다, 저지하다

spectacle  [spe ́ktəkl] n. 광경, 장관; (pl.) 안경

tart [tɑːrt] n. 타트 (영국 음식. 과일 파이); a. 시큼한, 짜릿한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gull [gʌl] n. 갈매기

swell [swel] n. 팽창, 융기, 증대; (파도의) 굽이침, 구릉 



                                                                        

heave [hiːv] vt.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vi. 올라가다, 높아지다

proud [praud] a. 자존(자부)심이 있는, 긍지를 가진; 거만한; 자랑으로 여기는 

schooner [sku ́ːnəːr] n. [항해] 스쿠너선 (2…3개 이상의 돛대를 가진 종범식 범선); 큰 포장마차 

clipper [klípər] n. 깎는 사람; (pl.) 가위, 깎는 기구; [항해] 쾌속선, 쾌주 범선

berth [bəːrɵ] n. (배·기차의) 침대, 2단 침대; [항해] 정박 위치(거리, 간격)

sober [so ́ubəːr] a. 침착한, 냉정한, 맑은 정신의 (soberly : ad. 진지하게)

trim [trim] vt. 다듬다, 손질하다, 장식하다

diminutive  [dimínjətiv] a. 소형의, 작은, 자그마한; 아주 작은

prow [prau] n. 뱃머리; (시어) 배 

sloop [sluːp] n. [항해]슬루프형의 범선, 외돛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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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d [skwid] n. [동물] 오징어

jib [ʤib] n. [항해] 배 머리의 삼각형 돛

jibe [dʒaib] (=jib)

luff [lʌf] 
vi. [항해·요트 경기] 뱃머리(코스)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리다; n.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림

leech [liːtʃ] n. [항해] (돛의) 세로의 가장자리  

deck [dek] n. 갑판

dock [dɑk] n. 선착장, 부두, 격납고

mast [mæst,  mɑːst] n. [항해] 돛대, 마스트

mist [mist] n. 안개.  v. 안개가 끼다, 눈이 흐려지다

blunder [blʌ́ndər] vi. 큰 실수를 범하다; 머뭇거리다 (blundering a. 실수하는, 서투른, 어색한)

helm [helm] n. [항해] 키(자루);조타 장치

detestable [dite ́stəbəl] a. 혐오할 만한, 몹시 싫은

aye  ad. , int. 옳소, 찬성! (표결할 때의 대답)

crack [kræk]
① v. 금이 가다, 부수다; 

② 농담을 하다 (crack on : 돛을 활짝 펴고 달리다(퍼다); 전진하다, 속행하다)

capsize [kǽpsaiz] v. 뒤집다, 뒤집히다, 전복시키다(하다); n. 전복 

rake [reik] v. 긁어모으다; 갈퀴로 긁다

yaw [jɔː] 
vt. 좌우로 흔들리게 하다(흔들다); vi. (배 머리,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다(흔들리

다)

puff [pʌf] vi. (숨을) 훅 불다, (연기를) 내뿜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다

belly [be ́li] n. 배, 복부

twirl [twəːːrl] v. 빙빙 돌다, 회전하다, 비비꼬다; n. 회전, 빙빙 돎, 선회

cleat [kliːt] n. [항해] 밧줄 걸이; 쐐기 모양의 고정구; (구두 밑창의) 미끄럼막이

lung [lʌŋ] n. 폐, 허파

tramp [træmp]
v. 쾅쾅거리며 걷다, 육중하게 걷다; 터벅터벅 걷다, 방랑하다, 도보 여행하다; 

짓밟다, 밟아 뭉개다

steamer [stíːməːr] n. 기선; 증기로 움직이는 것; v. 기선으로 여행하다 

awash [əwɔ́ːʃ, əwɑ́ʃ / əwɔ́ʃ] ad., a. [항해] (암초·침몰선 등이) 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파도에 씻기어(시



                                                                        

달려)

7. The Sailboat Race 

sulky [sʌ́lki] a. 샐쭉한, 골난, 기분이 언짢은; (날씨 등이) 음산한, 음울한, 음침한

serge [səːrdʒ] n.  서지 (능직의 모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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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t [tuːt] v. (나팔·피리 등을) 불다; 경적을 울리다

rigging [rígiŋ] n. [항해] 삭구 (돛·돛대·로프 등의 총칭); 장비; 옷,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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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ment   [fræ ́gmənt] n. 부서진 조각, 파편, 단편, 떨어져 나간 조각

curl [kəːrl] vt. (머리털을) 곱슬곱슬하게 하다, 꼬다, 비틀다; n. (머리털의) 컬, 곱슬털

cresting [kre ́stiŋ]
vt. (산의) 꼭대기에 이르다, (파도의) 물마루를 타다; [건축] … 에 용마루 장식

을 달다

billow [bílou] vi. 크게 굽이치다; 부풀다; n. 큰 물결

thrash [ɵræʃ] v. 뒹굴다, 몸부림치다; 마구 때리다

atta  찬성의 의미로 "That's a" 를 나타내는 속어

cabin [kǽbin] n. 선실, 객실; 오두막집

barometer  [bərɑ́(ɔ́)mitər] n. 기압계, 지표

blot [blɑt] v. 얼룩을 남기다, 더럽히다; n. 얼룩, 오점

flotsam [flɑ́tsəm] n. (난파선에서 나온) 표류 화물, 바다에 떠있는 잡동사니

crest [krest] n. 볏; 관모; (투구의) 장식 털; 용마루; 꼭대기; (파도의) 물마루

ominous [ɑ́mənəs] a. 불길한, 나쁜 징조의

loom [luːm] vi. 불쑥 모습을 드러내다 (loom over: 다가오다, 떠오르다)

bowsprit  [báusprit, bo ́u-] n. [항해] 제1사장(배 머리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기움 돛대)  

flap [flæp] v. 펄럭이게 하다, 휘날리다, 퍼덕이다; n. 펄럭임, 퍼덕거림; 혼란, 소동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splinter [splíntəːr] v. 쪼개지다, 찢어지다, 산산조각이 되다; n. 부서진 조작; a. 분리한

collision [kəlíʒən] n. 충돌, 격돌

jiffy [dʒífi] n. 잠시, 순간

leak [liːk] v. 새게 하다, 새어나오다

staysail [- ́se ̀il] n. [항해] 스테이슬 (지삭(支索)에 치는 삼각돛) 

halyard [hæ ́ljərd] n. 마룻줄(돛·기 따위를 올리고 내림)

ripple [ríp-əl] 
v. 잔물결이 일다(일으키다); (배가) 잔물결을 일으키며 나아가다; n. 잔물결; 파

문

foresail [fɔ́ːrse ̀il; -sl] n. [항해] 앞 돛

boom [buːm]
① n. [항해] (돛을 펴는) 하활; 

② vi. (소리가) 쿵 하고 울리다; 활기를 띄우다, 붐이 일다

heel [hiːl] v. (배) 기울다(이다), 기울어지다; n. (배의) 경사, 기울기 

southard southward [sáuɵwəːrd] : ad. 남쪽으로[에]; a. 남쪽(으로)의; 남쪽을 향한  

seamanship [síːmənʃìp] n. 선박 조종술 

vessel [ve ́sl] n. (큰)배; 용기, 그릇



                                                                        

8. Margalo   

seldom   [se ́ldəm] ad. 드물게, 좀처럼 …않는

penetrate  [pe ́nitreit] v. 꿰뚫다, 통과하다; 간파하다

chatter [tʃæ ́tər] vi. 수다스레 재잘거리다

chill [tʃil] v.  춥게 하다; 오싹하다(하게 하다); n.냉기, 한기, 으스스함; a. 냉랭한, 냉담한

broth [brɔ(ː)ɵ] n. ① 묽은 수프; 육즙(肉汁) ② (세균) 배양액

bronchitis  [brɑŋka ́itis, brɑn-] n. [병리] 기관지염 

tick-tack-toe  어린이 놀이의 일종 (○×를 오목(五目) 놓기 모양으로 연거푸 놓는)

window-sill  [-sil] n. 창턱, 창 아래 틀

radiator  n. (빛·열 등의) 방사(복사·방열)체; 방열기, 난방기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breast [brest] n. 가슴; (옷의) 가슴 부분; (송아지·닭 등의) 가슴살

vireo [vírio ̀u] n. [조류] 개고마리 비슷한 명금(고운 소리로 우는 새)

wren [ren] n. [조류] 굴뚝새 

pasture [pǽ(ɑ́ː)stʃər] n. 목장, 목초지

thistle [ɵísl] n. [식물] 엉겅퀴(스코틀랜드의 국화)

vale [veil] n. 골짜기, (넓고 얕은) 계곡

meadowsweet  [me ́douswìːt] n. [식물] 조팝나뭇속(屬)의 식물; 터리풀속의 식물 

nose drops 점비약 (코에 한 방울씩 넣는 약)

genuine [dʒe ́njuin] a. 진짜의, 진품의; 진심의, 참된

fern [fəːrn] n. [식물] 양치류(의 식물)

tuck [tʌk] v. 밀어 넣다, 쑤셔 넣다

rumple [rʌ́mp-əl] vt. 구기다; 헝클어뜨리다

gleam [gliːm] 
n. 어스레한 빛; (순간적인) 번득임, 번쩍임; vi. 어슴푸레 빛나다; 번득이다, 빛

을 반사하다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낮게 투덜대다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아찔한

dwell [dwel] vi.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thine [ðain] pron. (thou의 소유대명사; 단수·복수 취급) 너의 것

thy [ðai] 
pron. (thou의 소유격 《모음 앞에서는 thine》) (고어·시어·방언) 그대의, 너

의  

ruffle [rʌ́f-əl] vt. 구기다, 주름지게 하다; 뒤흔들다, 헝클어뜨리다; 교란하다

squeal [skwiːl] v.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9. A Narrow Escape   

Irish [a ́iriʃ] a. 아일랜드(사람·말)의, 아일랜드풍의;  n. 아일랜드 말

terrier [te ́riəːr] n. 테리어 (사냥용·애완용 개) 

grove [grouv] n. 작은 숲, 과수원

celery [se ́ləri] n. [식물] 셀러리 (날로 치즈와 함께 먹거나 수프에 넣음)

hoist [hɔist] vt. 내걸다; 올리다, 감아올리다; 들어서 나르다



                                                                        

peer [piər] vi.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

gravy [gre ́ivi] n. 고기국물, 고기국물 소스

pulp [pʌlp]
n. ① (포도·복숭아 등의) 과육(열매에서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살); 

   ② 펄프 (종이의 원료)

squash [skwɑʃ] v. 짓누르다, 으깨다

pier [piər]
n. 부두, 잔교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방파제

scow [skau] n. 대형 평저선 (흔히 나룻배, 짐배); 대형 트럭

slither [slíðəːr] vi. 주르르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가다

tow [tou] vt. 끌다, 밧줄[사슬]로 끌다, 견인하다; 끌고 가다

sprout [spraut] vi. 싹이 트다, 발아하다

tuft [tʌft] n. (머리칼·깃털·실 따위의) 술, 타래, 한 움큼

lettuce [le ́tis] n. ① [식물] 상추, 양상추; 

   ② (미국속어) 지폐, 현찰, 달러 지폐(greenbacks)

perish [pe ́riʃ] v. 멸망하다, 죽다, 썩어 없어지다; n. 궁핍 상태

buoy [bu ́ːi]
n. 부이, 부표, 찌; v. 띄우다, 띄워 두다; 지속하게 하다, 지탱하다, 기운을 북돋

우다

10. Springtime    

tortoise [tɔ́ːrtəs] n. 거북

delicatessen  [de ̀likəte ́sn]
n. pl. [집합적] 조제 식품( 고기·치즈·통조림 등); [단수 취급] 조제 식품 판매

점

vine [vain] n. 덩굴

permanent  [pə́ːrmənənt] a. 영구한, 영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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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hand [ɔ́(ː)fhǽnd] a. 즉석에서,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무뚝뚝하게

oblige [əbláidʒ] vt. 강요하다, 은혜를 베풀다

11. The Automobile   

pariah [pəráiə, pæ ́riə] n.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부랑자; (남부 인도의) 최하층민, 천민

chippy [tʃípi] a. 안달난, 성마른; n. (속어) 바람둥이 여자, 창녀  배신하다

coop [ku(ː)p] n. 닭장, 우리

irritable [i ́rətəbəl] a. 성미가 급한

bureau [bju ́ərou] n. (관청의) 국, 안내소, 접수처; 사무국, 편집국 

cock [kɔk] v. 위로 치올리다, (귀, 꽁지)를 쫑긋 세우다

jauntily [dʒɔ́ːnti, ʤɑ́ːn-] a. 쾌활한, 명랑한; 의기양양한, 뽐내는; 멋진, 말쑥한

gauze [gɔːz] n. (얇은) 비단; 가제, 거즈

pincers [pínsərz] n. (pl.) 펜치; 못뽑이, 족집게

rack [ræk] n. 선반, 분류 상자; 접시 걸이

decay [dike ́i] v. 부패하다, 썩다; 쇠퇴하다; n. 부패, 부식

rinse [rins] vt. 헹구어 내다, 씻어내다; n. 헹굼, 가심; 가셔냄

fender [fe ́ndər] n. 펜더, 흙받기; 완충 장치



                                                                        

extract [ekstrǽkt] vt. 뽑아내다, 빼어내다; 발췌하다; n. 추출물, 발췌

vanish [væ ́niʃ] v. 사라지다, 자취를 감추다

grind [graind] vt. 타다, 갈다; 가루로 만들다, 으깨다

mercy [mə́ːrsi] n. 자비, 연민

hearth [hɑːrɵ] n. 노(爐:열을 가하여 녹이거나 굽거나 하는 시설); 난로, 화덕

broom [bru(ː)m ] n. 비, 빗자루

pounce [pauns] vi. 달려들다, 갑자기 덤벼들다

dreadful [dre ́dfəl] a. 무서운, 두려운,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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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tter [ʃǽtəːr] v. 산산이 부수다, 파괴하다

puncture  [pʌ́ŋktʃər] v. (바늘 따위로) 찌르다, 펑크 나다

12. The Schoolroom   

superintendent  [su ̀ːpərinte ́ndənt] n. 감독자, 지휘자

substitute    [sʌ́bstitjuːt] v. 대용하다, 대신하다, 대리하다; n. 대리인, 대체물

rhinestone  [ra ́insto ̀un] n. 라인석 (모조 다이아몬드)

tog [tɑg / tɔg] n. 상의 ;웃옷; (pl.) 옷, 의복; (보통 수동형으로) 차려 입다

pepper [pe ́pər] n. 후추, 후추가루

Windsor tie n. (검은 비단으로 된) 폭 넓은 넥타이 

brisk [brisk] a. 활발한, 팔팔한 (briskly : ad. 활발하게, 힘차게)

stalk [stɔːk]

① vi. 으스대며 걷다, 활보하다; 

② vt. (사냥감·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③ n. [식물] 줄기

nimble [nímb-əl]
a. 재빠른, 민첩한; 영리한, 이해가 빠른, 빈틈없는; 재치 있는, 꾀바른, 재주 있

는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riboflavin  [ràiboufle ́ivin] n. [생화학]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또는 G;성장 촉진 요소)  

thiamine  [ɵáiəmìːn, -min] n. [생화학] 티아민 (비타민 B₁과 같음) 

hydrochloride  [ha ̀idrouklɔ́ːraid] n. [화학] 염산염(酸), 염화수소산염 

pyridoxine  [pìrədɑ́ksi(ː)n / -dɔ́k-] n. [화학] 비타민 B6

nutrition [njuːtríʃən] n. 영양, 영양 공급

aisle [ail] n. 통로, 복도

lapel [ləpe ́l] n. [보통pl] (양복저고리 등의) 접은 옷깃

abomination  [əbɑ̀məne ́iʃən / əbɔ̀m] n. 혐오, 증오, 몹시 싫어함; 혐오감을 주는 짓(일, 것)

disgust [disgʌ́st] vt. 불쾌하게 하다, 메스껍게 하다; n. 혐오

expectancy  [ikspe ́ktənsi] n. 기대, 예상,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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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niscent  [re ̀mənís-ənt] a. 상기(연상)시키는, 회상하게 하는; 추억의, 회고(담)의, 추억에 잠기는 

diff difference; different; differential 의 축약

temperament  [te ́mpərəmənt] n. 기질, 성질, 성미

shaft [ʃæft] n. 자루, 손잡이; 한 줄기의 광선

toadstool n. 버섯, (특히) 독버섯 

nix [niks] n. 없음, 무(無); 금지, 거부; 



                                                                        

ad. 결코 …않다; 

vt. 금하다; 거절하다; 취소하다

swipe [swaip] v. 강타하다; (구어) 들치기하다, 훔치다; n. 강타, 맹타; 비난, 비평

objectionable  [əbdʒe ́kʃənəbəl] a. 반대할 만한, 이의가 있는; 못마땅한; 싫은

underprivileged [prívəlidʒ] a. (사회적·경제적으로) (일반인보다) 권리가 적은, 혜택받지 못한

sock [sɑk] vt. (주먹으로) 치다; (나쁜 소식 등이) … 에 충격을 주다

impractical  [imprǽktikəl]
a. 현실에 어두운, 실천력이 없는; (생각·계획 등이) 실행할 수 없는, 비현실적

인

scrap [skræp]
n. 작은 조각, 토막, 파편; 찌꺼기, 먹다 남은 음식; 

vt. 부스러기로 만들다, 지스러기로 하여 버리다, 버리다, 폐기하다

balsam [bɔ́ːlsəm] n. 향유(香油), 위안물; 진통제, 방향성 연고

fierce [fiərs] a. 흉포한, 사나운, 맹렬한

exertion [igzə́ːrʃən] n. 노력, 분발

get along  idiom 지내다, 살아가다; 사이좋게 지내다, 의기투합하다(with) 

dismiss [dismís] v. 해산하다, 내쫓다

13. Ame's Crossing   

elm [elm] n. [식물] 느릅나무; 느릅나무 목재

sarsaparilla  n. 사르사파릴라 (중미 원산의 청미래덩굴속(屬)의 식물), 그 뿌리로 만든 음료

porch [pɔːrtʃ] n. 현관, 포치, 차대는 곳, 입구

ruinous [ru ́ːinəs] a. 파괴된, 황폐한; 몰락한; 파멸을 초래하는

root beer  n. 루트 비어 (사사프라스 뿌리 등의 즙에 이스트를 넣어 만든 음료)

birch beer  n. 버치 비어 (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든 맥주) 

ginger ale  n. 진저에일 (생강맛을 곁들인 비(非) 알코올성 탄산 청량음료의 일종)

remark [rimɑ́ːrk] vt. 주목하다, 말하다

stock [stɑk / stɔk] n. 재고품, 저장품; 축척, 저장; 가축; 주식; (나무) 줄기, 그루터기

tailor [te ́iləːr] n. 재단사, 재봉사; v. (양복을) 짓다; (용도·목적에) 맞추다

prominent  [prɑ́(ɔ́)minənt] a. 현저한, 눈에 띄는; 저명한, 걸출한

ferryman [fe ́rimən] n. 나룻배 업자; 나룻배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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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rve [swəːrv] v. 벗어나다, 빗나가다; n. 벗어남, 빗나감

mossy [mɔ́(ː)si, mɑ́si] a. ① 이끼 낀, 이끼 같은; 

   ② (미·구어) 매우 보수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cabbage [kǽbidʒ] n. 양배추

stamen [ste ́imən / -men] n. [식물] 수술

slink [sliŋk] (slank-slunk) v. 살금살금 걷다(도망가다), 가만가만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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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ery   [ste ́iʃ-əne ̀ri] n. 문방구

whip out idiom … 을 급히 꺼내다, 홱 뽑아들다

proportion  [prəpɔ́ːrʃən] n. 비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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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quaintance  [əkwe ́intəns] n. 아는 사람(사이); 알고 있음, 면식, 지식

slender [sle ́ndər] a. 가느다란, 홀쭉한, 빈약한

drawback  [drɔ́ːbæ̀k] n. 약점, 결점; 장애, 고장

muscular  [mʌ́skjələːr] a. 근육의, 근육이 늠름한, 억센

blunt [blʌnt] a. 무딘, 날 없는;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paddle [pǽdl] n. 주걱, 노, 탁구 라켓

annoyance  [ənɔ́iəns] n. 성가심, 불쾌감; 괴로움, 곤혹

willow [wílou] n. 버드나무

tranquil [trǽŋkwil] a. 조용한, 평온한, 평화로운

muster [mʌ́stəːr] v. 모으다, 소집하다

offensive [əfe ́nsiv] a. 불쾌한; 무례한; 공격적인; n. 공격; 공격 태세; (적극적) 활동

souvenir [su ̀ːvəníəːr] n. 기념품

n. 박달나무의 나무껍질 birchbark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thread [ɵred]

lash [læʃ]

① n. 채찍 끈, 채찍질, 심한 비난; v. 채찍으로 때리다, 후려치다; 부딪치다, 치

고 덤비다

② n. 속눈썹(eyelash)

thwart [ɵwɔːrt]
① n. [항해] 보트 젓는 사람의 좌석; 

② v. 훼방 놓다, 방해하다; 반대하다  

14. An Evening on the River     

birch [bəːrtʃ] n. 자작나무로 만든 회초리

bark [bɑːrk] n. 나무껍질 

seam [siːm] n. 솔기(의 바늘땀), 꿰맨 줄; (배의 널빤지 등의) 붙인 곳, 접합된 곳

swindle [swíndl] v. (돈을) 사취하다; (남을) 속이다; n. 사취, 사기 

bail [beil]

① n. 보석, 보석금; 

② v. (배에 괸 물을) 퍼내다; 

③ n. (냄비·주전자 따위의) 반원형의 손잡이, 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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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nky [krǽŋki] a. 성미가 까다로운, 짓궂은; 괴팍한, 괴짜의, 변덕스러운

tippy [típi] a. (구어) 엎어지기 쉬운, 기울어지기 쉬운, 불안정한 

ballast [bæ ́ləst]
① vt. (배에) 바닥짐을 싣다;자갈을 깔다; 마음을 안정시키다; 

② n. [항해] 밸러스트 (배의 안정을 위하여 바닥에 싣는 돌·모래)

morrow [mɔ́(ː)rou, mɑ́r-] n. 아침, 다음날, 내일

dandelion  [dǽndəlàiən] n. [식물] 민들레

deviled [de ́vld] a. 맵게 양념한 

whippoorwill [hwípəːrwìl] n.[조류] 쏙독새의 무리

errand [e ́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stump [stʌmp]
n. (나무의) 그루터기; vt. (나무를)베어서 그루터기로 하다, 뿌리째 뽑다, 괴롭히

다



                                                                        

courteous  [kə́ːrtiəs / kɔ́ːr-] a. 예의 바른, 정중한;친절한

groan [groun] v.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astern [əstə́ːrn] ad. [항해] 고물에, 고물로; 뒤로, 뒤에

15. Heading North  

purr [pəːr] v. 목을 가르랑거리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하다

fork [fɔːrk] v. 두 갈래 지게 하다(지다), 포크 모양으로 하다, 포크를 쓰다; n. 포크, 갈퀴 

ditch [ditʃ] n. 수로. 도랑; 개천, 해자; v. …에 도랑을 파다, 해자로 두르다

signpost [sa ́inpo ̀ust] n. 푯말; (명확한) 길잡이, 지침

spur [spəːr] n. 박차, 자극; v. 박차를 가하다

salute [səlu ́ːt] vt. 경례하다, (깍듯이) 인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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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ly [íːstərli] a. , ad. 동쪽의[으로], 동쪽으로부터(의); n. 동풍

swamp [swɑmp / swɔmp] n. 늪, 습지; v. 늪에 빠지게 하다, 침수시키다(되다), 가라앉다

cedar [síːdər] n. [식물] 히말라야삼목; 삼나무 목재; a. 삼나무로 만들어진

juniper [dʒu ́ːnəpər] n. [식물] 곱향나무; [성서] 로뎀나무 (열왕기 상 19:4)

carnival [kɑ́ːrnəvəl]
n. 사육제, 카니발 ([가톨릭] 사순절에 앞서서 3일 또는 한 주일 동안 즐기는 명

절)

undisturbed  [ʌ̀ndistə́ːrbd] a. 방해받지 않은; 교란되지 않은; 괴롭혀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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