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he Present 영어 원서 단어장 

 The Present 
- 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갑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두 번째 이야기!        

- 작은 판형에 큰 글씨, 어렵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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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The Story

strain [strein] v. 잡아당기다, 꽉 죄다, 긴장하다 n. 긴장, 압박, 팽팽함

mount [maunt]
vt. (산·계단 따위를) 오르다; (말 따위에) 타다, 올라타다; 설치하다, 장치하

다, 앉히다; vi. 오르다, 늘다, 상승하다; n. 승마, 탈 것; 산, 언덕

amuse [əmjúːz] vt. 즐겁게 하다, 재미나게 하다

hesitate [héziteit] v. 주저하다, 망설이다

skeptical [ske ́ptik(ə)l] a. 의심 많은, 회의적인

dismiss [dismi ́s] vt. 떠나게 하다, 해고하다; vi. 해산하다

anticipate [æntísipeit] vt. 예상하다, 기대하다, 미리 고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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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aim [ikskléim] vt. 외치다, 주장하다

engage [engéidʒ] v. 약속하다, 계약하다; 약혼시키다; 종사시키다

behold [biho ́uld] vt. 보다

whistle [hwís-əl] n. 휘파람, 호각, 경적

drift [drift] vi. 표류하다, 떠돌다

prosperous [prɑ́spərəs] a. 번영하는, 번창하고 있는; 성공한,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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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ve [rizɑ́lv] vt.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분석하다; 결의하다, 결정하다; vi. 결심하다, 

결정하다

wander [wɑ́ndəːr] vi. 헤매다,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distract [distrǽkt] vt. (마음·주의를) 흐트러뜨리다, 딴 데로 돌리다

adequate [ǽdikwit] a. 어울리는, 적당한, 충분한

entitle [entáitl] vt. 제목을 붙이다, 칭하다; 권리(자격)를 주다

get over 넘다, 건너다; 극복하다; …에서 회복하다

flounder [fláundər] vi. 버둥거리다,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abandon [əbǽndən] vt. 버리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reluctant [rilʌ́ktənt] a. 마음이 내키지 않는, 싫어하는 (ad. reluctantly)

covet [kʌ́vit] vt. (남의 것을) 몹시 탐내다, 바라다, 선망하다

ward [wɔːrd] vt. 격퇴하다(~ off); 막다

mortal [mɔ́ːrtəl] a. 죽을 운명의; 치명적인; 인간의, 이 세상의

chisel [tʃízəl] v. 끌로 파다, 새기다, 조각하다; n. 끌, 조각칼



                                                              

mason [me ́is-ən] n. 석수, 벽돌공

stray [strei] a. 처진, 길을 잃은; 뿔뿔이 흩어진; vi. 옆길로 빗나가다

masonry [méis-ənri] n. 석공술, 석공직; 벽돌 쌓기

atop [ətɑ́p] ad. , prep.  …의 꼭대기에, 정상에; a. …의 꼭대기에 있는

beam [biːm] vi. 빛나다; 밝게 미소 짓다

hesitant [he ́zətənt] a. 머뭇거리는, 주저하는, 망설이는 (ad. hesitantly)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vt. 배수하다,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obstacle [ɑ́(ɔ́)bstəkl] n. 장애(물), 방해(물)

stumble [stʌ́mbl] v.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n. 비틀거림; 실책, 과오

immerse [imə́ːrs] vt. 담그다, 가라앉히다, 적시다; 빠져들게 하다, 몰두시키다

intensity [inténsəti] n. 강렬, 격렬; 집중, 전념

concert [kɑ́nsə(ː)rt] n. 합주; 연주회, 음악회; v. 협조하다, 협정하다

resentment [rizéntmənt] n. 노함, 분개; 원한

appreciative [əpríːʃətiv] a. 감식력의 있는, 감상할 줄 아는, 눈이 높은; 감사의, 감사하고 있는

embrace [embré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confrontation [kɑ̀nfrəntéiʃən] n. 대면, 직면; 대립, 대결, 대조

concentrate [kɑ́(ɔ́)nsentreit] v. 집중하다, 응집하다, 전력을 기울이다

engage [engéidʒ] v. 약속하다, 계약하다; 약혼시키다; 종사시키다

thrive [Ɵraiv] vi. 번영하다, 무성하다, 잘 자라다

juggle [dʒʌ́gəl] v. 요술을 부리다; 조작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n. 요술, 사기, 속임수

dwell [dwel] vi.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grasp [græ(ɑː)sp] n. 붙잡음; 납득, 이해; v. 붙잡다, 움켜쥐다; 납득하다, 이해하다

tripod [tráipɑd] n. 삼각대, 세 다리 걸상; a. 3각의, 3각으로 받쳐진

topple [tɑ́p-əl] v. 전복시키다, 쓰러지(뜨리)다, 와해하다, 비틀거리다

adrift [ədríft] ad., a. 표류하여, 떠돌고; (정처 없이) 헤매어, 방황하여

enhance [enhǽns] vt. 높이다, 강화하다, 향상하다

across-the-board a. 전면적인, 전체에 미치는;  ad.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eliminate [ilímineit] vt. 제거하다

flourish [flə́ː(ʌ́)riʃ] vi. 번영하다, 번창하다

inevitable [iné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porch [pɔːrtʃ] n. 포치, 현관, 차대는 곳, 입구

gingerly [ʤínʤərli] ad. 지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creak [kriːk] v. 삐걱거리다, 삐걱거리게 하다

thread [ɵred] n. 실, 바느질 실; vt. 실을 꿰다

nourish [nə́ː(ʌ́)riʃ] vt. 기르다, (영양분을)주다

anticipate [æntísipeit] vt. 예상하다, 기대하다, 미리 고려하다

invaluable [invǽljuəbəl] a.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평가할 수 없는

abundant [əbʌ́ndənt] a. 풍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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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antry [plézntri] n. 기분 좋음, 익살, 농담

resent [rize ́nt] vt. 분개하다

overdue [òuvərdju ́ː] a. 늦은, 연착한; 지불 기한이 넘은, 미불의

slack [slæk]

a. 늘어진, 느슨한; 되는 대로의, 부주의한; 꾸물거리는, 느린;

ad. 느슨하게, 헐겁게;

n. 느슨함, 늘어짐, 처짐; 불경기;

v. 게을리 하다, 방치해 두다, 아무렇게나 하다

quota [kwóutə] n. 몫, 분담액

voila [vwɑːlɑ́ː] int. 자 봐, 보란 말이야, 어때(성공·만족 등을 나타냄)

quote [kwout] vt. 인용하다; n. 인용문, 따옴표

annoy [ənɔ́i] v.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tuition [tjuːíʃ-ən] n. 교수, 수업, 지도; 수업료

obsess [əbsés]
vt. (귀신·망상 따위가) 사로잡다, 붙다, 괴롭히다; vi. (미국 구어) (늘) 괴로

워하다, 고민하다 

refinement [rifáinmənt] n. 정련, 세련, 고상, 우아, 정밀, 정교

inspiration [inspəre ́iʃən] n. 영감; 고취,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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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