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Magic Finger 영어 원서 단어장 

 The Magic Finger 
- 8살의 소녀가 신비한 힘을 지닌 손가락을 휘둘러 이웃 Greg 가족을 새로 변하게 만든 이유는? 

- 최고의 이야기 꾼 로알드 달이 들려주는 흥미롭고도 통쾌한 이야기!

- 총 327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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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stænd] vi. 서다, 일어서다, 멈춰서다, 위치하다; 견디다

deer [diər] n. 사슴

P's and Q's  [pìːzənkju ́ːz] n. 언행; 행동거지

get cross  심사가 나다, 심술이 나다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wonder [wʌ́ndəːr]

vi. 이상하게 여기다, 호기심을 가지다; 

vt. … 이 아닐까 생각하다; 

n. 경탄할 만한 것, 경이

bushy [bu ́ʃi] a. 관목이 우거진; 숱이 많은, 텁수룩한

forefinger   [fɔ́ːrfìŋgəːr] n. 집게손가락

tingle [tíŋg-əl] n. 따끔거림, 쑤심; 설렘, 흥분; 

v. 따끔따끔 아프다, 쑤시다; 설레게 하다, 흥분시키다

be off  idiom. ① ≪명령문에서≫ 꺼져 ② 떠나다, 출발하다

firewood   [faiər ́wu ̀d] n. 장작, 땔나무

red in the face  idiom. 얼굴이 붉어지다

yell [jel] v. 소리치다, 고함치다

flap [flæp]
v. 펄럭이게 하다, 휘날리다, 퍼덕이다; 

n. 펄럭임, 퍼덕거림; 혼란, 소동

robin [rɑ́bin] n. 유럽울새, 로빈

chirp [tʃəːrp] v. 짹짹[찍찍] 울다[지저귀다]

enormous [inɔ́ːrməs] a. 막대한, 거대한

in a line
idiom. 횡대로, 정렬하여; (의견이) 일치하여[with]; 

준비가 되어서 

beak [biːk] n. 새의 부리

quack [kwæk]

① n. 꽥꽥(집오리 우는 소리); 소음, 시끄러운 수다; 

   vi. 꽥꽥 울다; 시끄럽게 지껄이다; 

② v. 엉터리 치료를 하다; 허풍 떨다; n. 돌팔이 의사, 사기

꾼

nest [nest] n. 보금자리, 둥우리, 둥지

stick [stik]

vt. 찌르다, 찔러 넣다, 내밀다; 붙이다; 

vi. 찔리다; 달라붙다, 고착되다; 고수하다, 전념하다; 박히다, 

끼다, 곤경에 빠지다; 

n. 막대기

hop [hɑp] vi. 뛰다, 한 발로 뛰다; vt. 뛰어넘다

after a while  idiom. 잠시 후 

peck [pek] v. 쪼다, 쪼아 먹다

beastly [bíːstli] a. 짐승 같은; 잔인한; 더러운, 불결한 ad. 몹시, 아주



                                                             

look into  
idiom. ① … 의 속을 들여다보다;

② … 을 주의 깊게 살피다; … 을 조사[연구]하다

slug [slʌg] n.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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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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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d [stud] v. stand 의 과거분사

queer [kwiər] a. 별난, 기묘한, 이상한

smash [smæʃ] v. 분쇄하다, 박살내다

mound [maund] n. 작은 언덕,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것, 흙무덤

barely [bɛ́əli] ad.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

scatter [skǽtər] v.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지다

handful [hæ ́ndfu ̀l] n. 한 움큼, 손에 그득, 한 줌

feather [fe ́ðər] n. [집합적] 깃털, 깃

dotty [dɑ́ti] a. 점이 많은; (구어) 머리가 돈; (구어) 휘청대는, 흔들리는

tub [tʌb] n. 통, 물통, 욕조, 목욕통

brim [brim]
n. 가장자리, 언저리 (full to the brim: 넘치도록); 

v. 가장자리까지 차다, 넘칠 정도로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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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605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