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Who Moved My Cheese?Who Moved My Cheese?Who Moved My Cheese?   영어 원서 단어장 

 Who Moved My Cheese?Who Moved My Cheese?Who Moved My Cheese?

- 치즈를 찾아다니는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 200만 권 이상 판매되었던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원서!

-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단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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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s of All of Us

sniff [snif] vi.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코를 훌쩍이다; 콧방귀 뀌다

scurry [skə́ːri] vi. 종종걸음으로 달리다, 급히 가다

maze [meiz] n. 미로, 미궁

The Story Behind The Story

metaphor [me ́təfɔ̀ːr] n. 은유, 암유

attach [ətǽtʃ] vt. 붙이다, 부착하다; 소속시키다

traumatic [trɔːmǽtik]
a. 잊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큰, 정신적 쇼크의, 상처 깊은; 외상

(外傷)의, 외상 치료의

induct [indʌ́kt] vt. 인도하다, 안내하다, 유도하다; 취임시키다, 임명하다(into, in, as)

possessive [pəzésiv] a. 소유의; 소유욕이 강한, 독점하고 싶어 하는

parable [pǽrəbəl] n. 우화, 비유담

profound [prəfáund] a. 깊이가 있는, 심오한

A Gathering : Chicago

school reunion 동창회

annoy [ənɔ́i] v.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represent [reprizént] vt. 묘사하다, 그리다; 표시하다, 의미하다; 대표하다

adapt [ədǽpt] vt. 적응시키다, 개조하다; vi. 순응하다

Who Moved My Cheese?: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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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yrinth [lǽbərìnɵ] n. 미궁, 미로; 몹시 복잡한 사건

corridor [kɔ́ːridər] n. 복도

chamber [tʃéimbər] n. 방, 침실

alley [ǽli] n. 좁은 길, 오솔길; 골목, 샛길

bump [bʌmp] v. 부딪치다, 충돌하다; n. 충돌

sophisticate [səfístəke ̀it] vt. 세파에 물들게 하다, 순진성을 잃게 하다, 불순하게 하다; 궤변으로 속

이다; 복잡하게 하다, 정교하게 하다

morsel [mɔ́ːrs-əl] n. 가벼운 식사, 맛난 음식

waddle [wɑ́dl] vi. 뒤뚱거리며 걷다, 어기적어기적 걷다

inevitable [iné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conveniently [kənvíːnjəntli] ad. 편리하게, 알맞게



                                                            

lace [leis] vt. 끈으로 묶다, 졸라매다(up); n. (구두 등의) 끈, 엮은 끈; 레이스

holler [hɑ́lər] v. 고함지르다, 외치다, 투덜대다, 불평하다; n. 외침, 큰 소리, 고함

cottage [kɑ́(ɔ́)tidʒ] n. 오두막집, 시골집

rant [rænt] v. 폭언하다, 고함치다, 호통 치다

rave [reiv]
v. 헛소리 하다, (미친 사람같이) 지껄이다, 떠들다, 소리치다, 외치다, 절규

하다; n. 사납게 날뜀

injustice [indʒʌ́stis] n. 불법, 부정, 불공평, 부당한 조치

immobilize [imóubəlàiz] vt. 움직이지 않게 하다, 고정하다; 무력화시키다

scoffe [skɔːf] v.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n. 비웃음,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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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eal [skwiːl] vi.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n. 끽끽 우는 소리, 비명

evaluate [ivǽljue ̀it] vt. 평가하다, 어림하다, 값을 구하다

irritable [írətəbəl] a. 성미가 급한

nurture [nə́ːrtʃəːr] vt. 양육하다, 기르다; n. 양육,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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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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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y [fɑ́(ɔ́)li] n.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

emaciate [iméiʃièit] vt. 수척해지게 하다, 쇠약하게 하다

extinct [ikstíŋkt] a. (불이) 꺼진, 활동을 그친; 멸종된, 절멸한

territory [téritɔːri] n. 영토, 영지

prompt [prɑ(ɔ)mpt] a. 신속한, 기민한, 즉시의; vt. 자극하다, 격려하다, (행동을) 유발하다

lurk [ləːrk] vi. 숨다, 잠복하다; n. 잠복, 밀행

captive [kǽptiv] a. 포로의, 사로잡힌; 매혹된, 마음을 빼앗긴

invigorate [invígəre ̀it vt. 기운 나게 하다, 활기를 띠게 하다, 고무하다

Cheddar [tʃe ́dər] n. 체더치즈(잉글랜드 Somerset주에서 생산됨)

Brie [briː] n. 브리치즈 (희고 말랑말랑한 프랑스 원산의 치즈)

agility [ǽdʒíləti] n. 민첩함; 명민함

dismay [disme ́i] n. 당황, 경악, 놀람, 낙담; vt. 당황케 하다, 실망(낙담)시키다

retrace [riːtréis] vt. 되돌아가다, 근원을 찾다,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다; 회고하다, 회상하다

savor [séivəːr] n. 맛, 풍미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



                                                            

belly [béli] n. 배, 복부

admiration [ædməréiʃən] n. 감탄,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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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sion [invíʒən] vt.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구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inhibitor [inhí́bitər] n. 억제자, 억제물

irrational [irǽʃənəl] a. 이성을 잃은, 분별이 없는, 불합리한

hem [hem]
n. (천·옷의) 가두리, 옷단; 가장자리, 경계; vt. 가장자리를 감치다, 옷단

을 대다; 둘러싸다, 에워싸다(in, about, round, up)

predicament [pridíkəmənt] n. 곤경, 궁지

A Discussion : Later That Same Day

relocate [riːlóukeit] vt. 다시 배치하다

denial [dináiəl] n. 부인, 부정, 거절, 거부

encyclopedia [ensàikloupíːdiə] n. 백과사전, 전문사전

fraction [frǽkʃ-ən] n. 파편, 단편; 조금, 소량; [수학] 분수

groan [groun] vi.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initiate [iníʃie ̀it] vt. 시작하다, 개시하다, 창시하다

skeptic [sképtik] n. 회의론자, 의심 많은 사람; 무신론자

hesitant [he ́zətənt] a. 머뭇거리는, 주저하는, 망설이는

mold [mould]
① vt. 틀에 넣어 만들다, 주조하다; n. 틀, 주형

② v. 곰팡이가 나(게 하)다; n. 곰팡이, 사상균

sophomore [sɑ́f-əmɔ̀ːr] n. (4년제 대학·고교의) 2년생, (실무 경험이) 2년째인 사람

impose [impóuz] v. 부과하다, 강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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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