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James and the Giant Peach 영어 원서 단어장 

 James and the Giant Peach

- 고아가 됀 제임스가 곤충 친구들과 집채만 한 복숭아를 타고 여행하며 겪는 모험담!!

- 시대의 이야기 꾼, ‘로알드 달’의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으니 영화를 보고 

  원서를 읽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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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ty [ple ́nti] n. 많음, 가득, 풍부

paddle [pǽdl] n. 노 모양의 막대기, 주걱; v. 노를 젓다; vi.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놀다

enormous [inɔ́ːrməs] a. 막대한, 거대한

nasty [nǽsti] a. 더러운, 불쾌한, 몹시 싫은; 심술궂은, 험악한

jiffy [dʒi ́fi] n. 잠시, 순간

frightened [fráitn] a. 깜짝 놀란, 겁이 난

ramshackle [rǽmʃæ̀k-əl] a. 무너질 듯한, 덜커덩거리는; 건들건들하는, 약한

streak [striːk] v. 줄을 긋다, 줄무늬를 넣다; 번개처럼 달리다; n. 줄, 선

rim [rim] n. (둥근 물건의) 가장자리, 테두리, 테

mischief [místʃif] n. 해악, 악영향

punishments [pʌ́niʃmənt] n. 처벌하기; 벌을 받기, 처벌, 

desolate [désəlit] a. 황폐한, 인기척이 없는, 적막한; 고독한, 쓸쓸한; vt. 황폐시키다

clump [klʌmp] n. 수풀, (관목의) 덤불

laurel [lɔ́ːrəl] n. 월계관, (pl.) 승리, 명예

pit [pit] ① 구덩이, 구멍; 우묵한 곳 ②복숭아 씨

wistfully [wístfəl] a. 탐나는 듯한, 말하고 싶은 듯한, 모자라는 듯한; 생각에 잠긴

Chapter 2

peculiar [pikjúːljər] a. 독특한, 고유의; 특별한;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blazing [bléiziŋ] a. 불타는, 타는 듯한, 불타듯이 선명한; 화난

sunken [sʌ́ŋkən] a. (sink의 과거 분사형) 가라앉은, 침몰한; 물속의

soggy [sɑ́gi] a. 물에 잠긴, 함빡 젖은

screeching [skri ́ːtʃiŋ] a. 새된 소리를 지르는

ghastly [gǽstli] a. 핼쑥한, 송장 같은, 무서운

picking [píkiŋ] n. 선발, 채집; 파기, 후비기

hideous [hi ́diəs] a. 끔찍한.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섬뜩한

dainty [déinti] a. 섬약한, 섬세한, 가냘픈; 까다로운; 맛좋은, (음식을) 가리는

tummy [tʌ́mi] n. (유아어) 배(stomach)

pimple [pímpl] n. 여드름, 뾰루지

trout [traut] n. 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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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cycle [tráisik-əl] n. (어린이용의) 세 바퀴 자전거; 삼륜 오토바이

ooze [uːz] v. 스며 나오다, 새다, 줄줄 흘러나오다

overwhelm [òuvərhwe ́lm] vt. 압도하다, 제압하다; 질리게 하다

brute [bruːt] n. 짐승, 금수; a. 금수와 같은, 잔인한; 이성이 없는, 맹목적인

disgusting [disgʌ́stiŋ] a. 구역질나는, 메스꺼운, 넌더리나는

mentioned [ménʃənd] a. [보통 합성어로] 언급한

Chapter 3

rustling [rʌ́sliŋ] a. 와삭와삭[바스락바스락]소리 나는, 옷 스치는 소리가 나는

emerging [imə́ːrdʒiŋ] a. 최근 만들어진, 새로 생겨난; 새로 독립국이 된

creaky [kríːki] a. 삐걱삐걱하는, 삐걱거리는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musty [mʌ́sti] a. 곰팡이 핀, 곰팡내 나는; 케케묵은, 진부한(stale); 무기력한, 무감동한

extraordinarily [ikstrɔ̀ːrdənérəli] ad.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특별히, 터무니없이

luminous [lu ́ːmənəs] a. 빛을 내는, 빛나는

stirring [stə́ːriŋ] a. 마음을 동요시키는; 감동시키는, 고무하는; 활발한, 활동적인

crouch [krautʃ] vi. 쭈그리다, 몸을 구부리다; 웅크리다

porcupine [pɔ́ːrkjəpàin]
n. [동물] 호저(부드러운 털과 뻣뻣한 가시털이 빽빽이 나 있음. 위험이 닥치

면 몸을 밤송이처럼 동그랗게 한다.)

Chapter 4

clutch [klʌtʃ] vt. 잡다, 단단히 쥐다; 붙들다, 부여잡다

jugful [dʒʌ́gfùl] n. 주전자(잔) 하나(의 분량)

gulp [gʌlp] vt. 꿀꺽꿀꺽 마시다, 쭉 삼켜버리다

churn [tʃə́ːrniŋ]
v. (우유·크림을) 교유기로 휘젓다; 거세게 휘젓다, 괴롭히다, 고민하게 하

다, 동요하다

fabulous [fǽbjələs] a. 믿어지지 않는; 굉장한, 멋진; 전설적인

Chapter 5

stinging [stíŋiŋ] a. 찌르는, 쏘는; 쑤시는 듯한(고통 따위), 날카로운; 신랄한(풍자 등)

nettle [ne ́tl] n. [식물] 쐐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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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ttered [skǽtəːrd] a. 뿔뿔이 된, 따로따로 떨어진, 흐트러진, 드문드문한, 산만한



                                                             

wriggly [rígli] a. 몸부림치는, 꿈틀거리는

burrow [bə́ːrou] n. 굴, 은신처; v. 굴을 파다, 굴에 살다(숨다)

scrabble [skrǽb-əl] v. (손톱으로) 할퀴다; 휘젓다

frantically [frǽ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centipede [séntəpìːd] n. [동물] 지네

pulpy [pʌ́lpi] a. 과육(果肉) 모양의; 펄프 모양의, 걸쭉한, 흐늘흐늘한

waddle [wɑ́dl] vi. 뒤뚱거리며 걷다, 어기적어기적 걷다

wheeze [hwiːz] v. 씨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다

woodpile [wúdpàil] n. 장작(땔나무)을 쌓은 더미

teasing [tíːziŋ] a. 지분거리는, 못살게 구는, 괴롭히는; 귀찮은, 성가신

ripe [raip] a. 익은, 여문

Chapter 7

extraordinary [ikstrɔ́ːrdənèri] a. 대단한, 비상한, 보통이 아닌, 비범한; 터무니없는

excitement [iksáitmənt] n. U 흥분 (상태), 자극받음, 격앙. 소동, 동요

twerp [twəːrp] n. (구어) 너절한 놈.

midget [mídʒit] n. 난쟁이, 꼬마; 초소형의 것; a. 보통보다 작은, 극소형의

Chapter 8

wildfire [wáildfàiəːr] n. 옛날 적의 배에 불지를 때 쓴 소이제(燒夷劑), 도깨비불

carpenter [kɑ́ːrpəntər] n. 목수, 목공

helidrome [hélidròum] n. 헬리콥터용 발착장.

peep [piːp] vi. 엿보다, 슬쩍 들여다보다; n. 엿봄, 훔쳐보기, 슬쩍 봄

millionfold [míljənfòuld] a, ad 백만 배의

slammer [slǽməːr] n. (미국속어)  감방 ; 문, 출입구

Chapter 9

trembling [trémbliŋ] a. 떠는, 전율하는

tremendous [trime ́ndəs] a. 엄청난, 무서운

dewdrop [djúːdrɑ̀p] n. 이슬방울; (영국우스개) 콧물

Chapter 10

crawl [krɔːl]
vi. 기어가다, 네발로 기다, 포복하다; 구물구물 움직이다, 서행하다; (벌레 따

위가) 우글거리다, 들끓다; n. 포복, 기어감

murky [mə́ːrki] a. 어두운, 음산(우울)한, (안개·연기 따위가) 자욱한, (표현 따위가) 애매한, 



                                                             

분명치 않은

bittersweet [bítərswìːt] a. 달콤 씁쓸한, 단맛을 뺀;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jagged [dʒǽgid] a. 깔쭉깔쭉한, 톱니 같은, 지그재그의; (목소리 등이) 귀에 거슬리는,

groove [gruːv] n. 홈, 바퀴 자국; 관례, 습관

Chapter 11

squatty [skwɑ́ti] a. 웅크린, 땅딸막한, 굵고 짧은

magnificent [mægnífəsənt] a. 웅대한, 장엄한

famish [fǽmiʃ] vt. 굶주리게 하다

glide [glaid] n. 활주, 미끄러지기; 활공

arid [ǽrid] a. 건조한, (토지가) 바싹 마른, 무미건조한

Chapter 12

disagreeable [dìsəgríːəbəl] a. 불유쾌한, 마음에 들지 않는, 싫은 ; 까다로운, 사귀기 힘든

splendid [spléndid] a. 화려한, 빛나는, 훌륭한

slithery [slíðəri] a. 미끈미끈한, 반들반들한

prim [prim] a. 꼼꼼한, 딱딱한; (특히 여자가) 새침 떠는, 점잔빼는

withering [wíð-əriŋ] a. 생기를 잃게 하는, 압도적인

scornful [skɔ́ːrnfəl] a. 경멸하는, 비웃는

colossal [kəlɑ́səl] a. 거대한,(구어) 어마어마한, 굉장한

rascal [rǽskəl] n. 악당, 깡패, 장난꾸러기, 녀석

Chapter 13

suspend [səspénd] v. 매달다, 걸다; 중지하다, 일시 정지하다

shimmer [ʃíməːr] vi. 희미하게 반짝이다; n. 희미한 빛, 미광

gossamer [gɑ́səmər] n. (공중에 떠 있거나, 풀 같은 데 걸려 있는) 잔 거미집; 얇은 천, 얇은 사; 

a. 잔 거미집 같은, 가볍고 얇은, 얇고 부드러운

ambled [ǽmbəl] vi. 천천히 걷다

bulb [bʌlb] n. 알뿌리, 구근(球根); 구, 전구, 진공관

firefly [fáiərflài] n. 반딧불(발광하면서 비행하는 곤충의 총칭)

hurling [hə́ːrliŋ] n. 던지기, 투척

Chapter 14

stem [stem] n. 줄기, 대 ; 잎자루, 열매꼭지

razor [réizəːr] n. 면도칼; 전기면도기.



                                                             

nibble [níb-əl] vt. vi. 조끔씩 물어뜯다, 갉아먹다; n. 조금씩 물어뜯기, 한번 분량

spotted [spɑ́tid] a.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더럽혀진

tremor [tréməːr] n. 전율, 떨림; 겁; 떨리는 목소리; 진동

plunge [plʌndʒ] vt. 던져 넣다, 던지다, 찌르다; vi. 뛰어들다, 돌입하다, 잠수하다

insidiously [insídiəs] a. 틈을 엿보는, 음험한, 교활한, 방심할 수 없는

Chapter 15

sightseer [sáitsìːəːr] n. 관광객, 유람객

jostle [dʒɑ́sl] v. (난폭하게) 떠밀다, 부딪치다, 헤치고 나아가다;

n. 서로 밀치기, 혼잡; 부딪침

Chapter 16

hurtle [hə́ːrtl] vi. 돌진하다, 고속으로 움직이다; 충돌하다

stampede [stæmpíːd] v. (가축 떼 따위가) 놀라서 우르르 도망침; (군대의) 대패주

sticky [stíki] a. 끈적(끈끈)한, 들러붙는, 점착성의.

pigsty [pígstài] n. 돼지우리(pigpen), 누추한 집

toppling [tɑ́p-əl] vi. 비틀거리다, (푹) 쓰러지다, 흔들리다 ; 앞으로 기울다

cliffs [klif] n. 낭떠러지, 벼랑, 절벽.

smack [smæk]

① n. 맛, 풍미, 낌새, 기미; vi. 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② vt. 찰싹 치다, 

소리내다; 입맛을 다시다, 혀를 차다; n. 찰싹하는 소리; 입맛 다심, 혀차기; 

소리나는 키스

serenely [siríːn] a. 고요한, 잔잔한; 화창한, 맑게 갠

Chapter 17

steep [stiːp] a. 가파른, 험한

gradually [grǽʤuəli] ad. 차차, 점차, 차례로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

한, 부드러운

eagerly [íːgər] a.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trifle [tráif-əl] n. 사소한 일; 조금, 약간

Chapter 18

bob [bɑb] vi. (상하 좌우로) 휙휙 움직이다, (머리·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disaster [dizǽstər] n. 재해, 참사, 불행

thirsty [ɵə́ːrsti] a. 목마른; 갈망하는

grisly [grízli] a. 섬뜩한, 소름끼치는

starvation [stɑːrve ́iʃ-ən] n. 굶주림, 기아; 아사



                                                             

dent [dent] vt. 움푹 들어가게 하다; 손상시키다, 약화시키다.

scrumptious [skrʌ́mpʃəs] a. (구어) 몹시 즐거운, 멋진, 굉장한

grime [graim] n. 때, 먼지, 검댕

snail [sneil] n. 달팽이, 늘보

beetle [bíːtl] n. 딱정벌레, 갑충

vinegar [vínigər] n. 식초, 초

mince [mins] vt. (고기 따위를) 다지다, 잘게 썰다; 조심스레 말하다

doodlebug [dúːdlbʌ̀g] n. 개미귀신

Chapter 19

assuming [əsjúːmiŋ] a. 건방진, 거만한, 주제넘은

perambulator [pərǽmbjəlèitər] n. 유모차

pandemonium [pæ̀ndəmo ́uniəm] n. 수라장, 대혼란(의 곳)

pathetically [pəɵétik] a. 애처로운, 애수에 찬; 감동적인

Chapter 20

frantically [frǽ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coax [kouks] vt. 구슬려 …시키다, 감언으로 설득하다, 어르다, 달래다

jeer [dʒiər] vi.  조소하다, 야유하다; n. 조롱, 희롱

poppycock [pɑ́pikɑ̀k] n. 무의미, 허튼 소리, 난센스

balderdash [bɔ́ːldərdæ̀ʃ] n. 같잖은(허튼) 소리

martyr [mɑ́ːrtəːr] n. 순교자, 순난자, 희생자; (병 따위에) 늘 고통 받는 사람

Chap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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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2

exhort [igzɔ́ːrt] vt.  열심히 타이르다 ; 권고하다(충고, 경고, 훈계)하다

beg [beg] vt. 빌다, 구하다 ; 간절히 바라다

hooray [hure ́i] (=hurrah) int. , n. , vi. 만세(를 부르다)

tether [téðəːr]
n. 잡아매는 밧줄, 사술; (능력·재력·인내 등의) 한계, 범위, 극한; vt. 매

다, 구속하다

hover [hʌ́vər,] vi. 하늘을 떠다니다, 비상하다

Chapter 23

teeming [tíːmiŋ] a. 풍부한, 넘치는, 우글우글한



                                                             

distinctly [distíŋkt] a. 뚜렷한, 명백한; 명확한, 틀림없는; 별개의, 다른, 독특한

Chapter 24

spellbound [-́bàund] a. 주문에 걸려, 홀린, 넋을 잃은

chord [kɔːrd] n. 코드, 화음; (악기의) 현, 줄; 심금(心琴), 감정

inferior [infíəriər] a. 보다 열등한, 하위의; n. 하급자, 열등한 사람

rambunctious [ræmbʌ́ŋkʃəs] a. 난폭한 ; 사나운; 사납게 날뛰는; 제멋대로인

Chapter 25

sackful [sǽkfùl] n. 부대 가득한 분량, 한 부대, 한 섬, 다량

mosquito [məskíːtou] n. 모기

plughole [-́hòul] n. (욕조, 싱크대 등의) 마개 구멍

ghastly [gǽstli] a. 핼쑥한, 송장 같은, 무서운

satisfactory [sæ̀tisfǽkt-əri] a. 만족한, 더할 나위 없는

launch [lɔːntʃ,lɑːntʃ] v. 발사하다, 진수하다; 내보내다, 착수하다

Chapter 26

teeter [tíːtəːr] v. 비틀거리며 나가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funeral [fjúːn-ərəl] n. 장례식

Chapter 27

menace [me ́nəs] n. 협박, 공갈; v. 협박하다, 으르다

overwhelming [òuvərhwélmiŋ] a. 압도적인, 저항할 수 없는

eerie (-rier;-riest) a. 섬뜩한, 무시무시한

clatter [klǽtər] vi. 덜걱덜걱 소리 나다

wispy [wispi] a. 작게 되는 대로 묶은; 가늘고 연약한(풀 따위), 희미한, 약간의

imbecile [trʌ́klòud] a. 저능한, 우둔한, 천치의(stupid)

nincompoop [ímbəsil] n. 바보, 멍청이

asses [ǽsiz] n. ass의 복수; 나귀; 고집쟁이, 바보

yelp [jelp] n. 소리침, 비명; (개 따위의) 캥캥 짖는 소리

statue [stǽtʃuː] n. 조각상

loathsome [lóuðsəm] a.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 역겨운

infuriate [infjúərie ̀it] vt. 격노케 하다

squelch [skweltʃ] v. 짓눌러 찌부러뜨리다, 찌부러지다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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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ately [déspəritli] ad. 필사적으로, 혈안이 되어; 절망적으로

flabbergast [flǽbərgæ̀st] vt. (구어) 소스라쳐 놀라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ladder [lǽdəːr] n. 사다리; 출세의 연줄 수단, 사회적 지위

saucepan [sɔ́ːspæ̀n] n. (자루, 뚜껑이 달린) 스튜 냄비

Chapter 29

wretched [re ́tʃid] a. 불쌍한, 비참한; 지독한, 야비한

detest [ditést] vt.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permanently [pə́ːrmənəntli] ad. 영구히, 영구불변으로

Chapter 30

immense [iméns] a. 막대한, 무한한, 광대한

faucet [fɔ́ːsit] n. 물 꼭지, 물 주둥이

shriek [ʃriːk] v.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bouncing [báunsiŋ] a. 잘 튀는, 기운 좋은; 늠름한

gurgle [gə́ːrgəl] v. (물 따위가) 꼴딱꼴딱(콸콸) 흐르다; 콸콸 거리다(소리나게 하다)

gushing [gʌ́ʃiŋ] a. 용솟음쳐(쏟아져) 나오는; (감정 따위가) 넘쳐 나오는

somersault [sʌ́məːrsɔ̀ːlt] n. 재주넘기, 공중제비

Chapter 31

manufacture [mæ̀njəfǽktʃəːr] vt. 제조하다; n. 제조, (pl.)제품

billowy [bíloui] a. 놀치는, 큰 파도가 이는, 크게 굽이치는

Chapter 32

cramped [kræmpt] a. 비좁은, 답답한, 꽉 끼는

skyscraper [skáiskrèipəːr] n. 고층건물, 마천루

Chapter 33

smithereens [smìðəríːnz] n. 산산조각, 작은 파편

Chapter 35

plummet [plʌ́mit] vi. 수직으로 떨어지다, 폭락하다; 뛰어들다(plunge); n. 낚싯봉, 다림추, 가늠추

Chapter 36

pinnacle [pínəkəl] vt. 작은 뾰족탑을 붙이다; 높은 곳에 두다; 절정을 이루다



                                                             

Chapter 37

trigger [trígəːr] n. (총의) 방아쇠; 계기, 자극

wampus [wámpəs] n. 괴짜, 싫은 사람; 촌뜨기

cockatrice [kɑ́kətris] n. 한 번 노리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상의 뱀, 독사

eccentricity [e ̀ksentrísəti] n. (복장·행동 따위의) 이상야릇함, 엉뚱함, 기발, 기행(奇行), 기이한 버릇, 

편심(偏心)

Chapter 38

pulley [pu ́li] n. 도르래, 활차(滑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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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39

commercial [kəmə́ːrʃəl] a. 상업[통상, 무역]의, 상업[무역]상의; 영리적인; n.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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