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영어 원서 단어장 

        

 Don't Eat the Marshmallow Yet!(마시멜로 이야기)

- 성공의 마시멜로를 찾아 떠난 찰리와 조나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 스토리!

-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원서예요!

-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니 단어장을 활용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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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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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 [inspáiər] vt. 고무(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notion [nóuʃən] n. 생각, 개념, 관념

luncheon [lʌ́ntʃən] n. 점심, 오찬

attorney [ətə́ːrni] n. [법률] 대리인; [미국] 변호사, (public ∼) 검사

Pre-parab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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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l [pe ́ril] n. 위험, 모험

strip [strip] n. 길고 가느다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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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b [əbsɔ́ːrb] vt.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열중하다

equation [i(ː)kwe ́iʒən] n. 같게 함, 균등화; 평균, 평형 상태

lavish [lǽviʃ] a. 아끼지 않는, 아낌없는; 헤픈, 사치스런; vt. 아낌없이(후하게) 주다, 낭

비하다

formulaic [fɔ́ːrmjuleiik] a. 공식적인

extensive [iksténsiv] a. 광대한, 넓은; 넓은 범위에 걸친, 광범위하게 미치는

involve [invɑ́(ɔ́)lv] vt. 수반하다, 포함하다; 말아 넣다, 감싸다; 몰두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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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ble [pǽrəbəl] n. 우화, 비유(담)

attic [ǽtik] n. 다락방, 지붕 밑 방

1. Marshmallow Eating is Self-Defeating

serene [siri ́ːn] a. 고요한, 잔잔한; 화창한, 청명한

confident [kɑ́nfidənt] a. 확신하는; 자신이 있는, 자신 만만한

Brook Brothers 남성 의류 메이커 이름

shopworn [-́wɔ̀ːrn] a. 상품이 오랫동안 진열되어 찌든; 진부한, 오래된

chauffeur [ʃóufər] n. (자가용차의) 운전사

admonish [ædmɑ́niʃ] vt. 훈계하다, 타이르다

bewilder [biwíldər] vt. 어리둥절케 하다, 당황하게 하다

cryptic [kríptik] a. 숨은, 비밀의; 신비의

fluffernutter 마시멜로와 땅콩버터로 만든 샌드위치

paella [pɑːéilə] n. 파엘랴 (쌀·고기·어패류·야채를 스페인 식으로 찐 밥)

tuck [tʌk] ①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delay [diléi] vt. 미루다, 연기하다; n. 지연, 지체, 연기

gratification [græ̀təfikéiʃən] n. 만족시킴, 희열, 욕구 충족, 만족감



                                                                       

intriguing [intríːgiŋ] a. 음모를 꾸미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muse [mjuːz] vi.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n. 음악의 신, 시적인 감각

lick [lik] vt. 핥다; 스치다, 넘실거리다

questionnaire [kwe ̀stʃənɛ́ər] n. 질문서, 질문표

predictor [pridíktər] n. 예언자, 예보자

accomplishment [əkɑ́mpliʃmənt] n. 성취, 완성; 수행, 이행; 업적, 공적

ponder [pɑ́ndər] v.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estate [este ́it] n. 토지, 재산, 지위

2. Successful People Keep Their Promises

thereafter [ðɛ-ərǽftəːr] ad. 그 후, 그 이래, 그로부터

renege [riníg] vi. 약속을 어기다; 취소하다; [카드] 딴 패를 내다

commitment [kəmítmənt] n. 위탁, 위임; 범행, (범죄의) 실행, 수행; 공약, 약속

don [dɑn] vt. do+on: (옷·모자 따위를) 걸치다, 입다, 쓰다  [opp] doff

fulfillment [fulfilmənt] n. 이행, 수행, 완수, 실천, 실현

magnet [mǽgnit] n. 자석, 자철, 마그넷

gazillion a. (속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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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ince [kənvíns] vt.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root for 성원하다, 지지하다, 응원하다 (ex: I'll be rooting for you!)

3. Exercising Marshmallow-Resistant

convert [kənvə́ːrt] v. 바꾸다, 전환하다

revert [rivə́ːrt] vi. 본래 상태로[습관, 신앙 따위로] 되돌아가다; [법] 복귀(귀속)하다

anecdotal [æ̀nikdóutl] a. 일화의, 일화적인

prepubescent [prìːpjubésənt] a., n. 사춘기 전의 (소년·소녀)

precise [prisáis] a. 정확한, 딱 들어맞는

precisely [prisáisli ad. 정밀하게, 정확히, 정확하게

engross [engróus] vt.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마음을) 빼앗다

hop out (구어) 차에서 내리다

tardiness n. 지각, 지연

astound [əstáund] vt. 깜짝 놀라게 하다, 몹시 놀라게 하다

astounding a. 몹시 놀라게 하는, 망연자실하게 하는 

uncharacteristic [ʌ̀nkæriktərístik] a. 특징(특성, 특색)이 없는; 독특하지 않은



                                                                       

gratify [grǽtəfài] vt.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욕망 따위를) 채우다

vent [vent]
n. (공기·액체 따위를 뺐다 넣었다 하는) 구멍, 새는 구멍; v. (감정 등에) 

배출구를 주다; (감정 등을) 터뜨리다, 발산하다

repent [ripént] v. 후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whack [hwæk] vt. (지팡이 따위로) 철썩 때리다, 세게 치다

screwup [skrúːʌ̀p] n. 중대한 실수, 서투른 짓; 늘 실수하는 사람, 쓸모 없는 녀석

poignant [pɔ́injənt] a. 매서운, 날카로운, 통렬한

tremendous [trimen ́dəs] a. 엄청난, 무서운

4. What Successful People Are Willing to Do

preamble [príːæ̀mbəl] n. ('앞서 걸어가는'이라는 의미에서) 서문, 머리말, 서론

stellar [stéləːr] a. 별의, 항성의; 별 같은, 별 모양의

subpar [sʌbpɑ́ːr] a., ad. 표준 이하의

elaborate [ilǽbərèit] a. 공들인, 고심하여 만들어 낸; 복잡한, 정교한; vt. 애써 만들다, 고심하

여 만들다; 정교하게 만들다

ritual [rítʃu-əl] a. 의식의, 제식의; n. (종교적) 의식, 예배식

dribble [dríbəl] v. (물방울 따위가) 똑똑 떨어지다

imperfection [i ̀mpərfékʃən] n. 불완전(성); 결함, 결점

deviate [díːvièit] v. 벗어나다, 빗나가다, 일탈하다

bagful [bǽgfùl] n. 한 자루(의 분량)

coast  [koust]

n. 연안, 해안; v. 타성으로 나아가다(썰매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고 내려가다); 힘들이지 않고 해치우다, 명성 덕분에 쉽사리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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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idextrous [æ̀mbide ́kstrəs] a. 양손잡이의

baffle [bǽfəl] v. 당황(당혹)하게 하다; 좌절시키다, 실패로 끝나게 하다; n. 좌절, 당황

gourmet [gu ́ərmei] n. 음식에 밝은 사람, 식도락가, 미식가

braise [breiz] vt. (고기나 야채를) 기름으로 살짝 튀긴 후 약한 불에 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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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arshmallow Multiplication

queue [kju(ː)] n. 땋아 늘인 머리, 변발

porn [pɔːrn] n. (구어)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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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 [əbtéin] vt. 얻다, 획득하다

penniless [pénilis] a. 무일푼의, 몹시 가난한

bachelor [bǽtʃələr] n. ① 미혼(독신) 남자; ② 학사



                                                                       

gobble [gɑ́bəl] vt., vi. 게걸스레 먹다. 꿀떡 삼키다

idiocy [ídiəsi] n. 백치, 백치 행위

arrogant [ǽrəgənt] a. 오만한, 건방진

perception [pərsépʃən] n. 지각, 인식, 인지

dictate [díkteit] vt. ① 구술하다, (말하여) 받아쓰게 하다; ② 명령하다, 지시하다

vendor [véndər] n. 파는 사람, 매각인, 행상인

glamorous [glǽmərəs] a. 매력에 찬, 매혹적인

conglomerate [kənglɑ́mərət] a. 밀집하여 뭉친, 덩어리가 된, 밀집한

errand [e ́rənd] n. 심부름; 용건, 볼일

piranha [pirɑ́ːnjə] n. 피라니아 (남아메리카산의 민물고기로 사람·짐승을 떼지어 뜯어먹음)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n. 더미, 퇴적, 쌓아 올림

embarrass [embǽrəs] v. 당혹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곤경에 빠뜨리다

6. A Marshmallow Mind-Set

garner [gɑ́ːrnər] vt. 모으다, 축적하다; 득점(득표)하다

intact [intǽkt] a. 본래대로의, 손대지 않은, (고스란히) 완전한

illuminate [ilu ́ːmənèit] vt.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계발(啓發)하다, 계몽하다

alliance [əláiəns] n. 동맹; 맹약; 결연, 협력, 제휴

renowned [rináund] a. 유명한, 명성이 있는

insanity [insǽnəti] n. 광기, 발광, 정신 이상

buddy [bʌ́di] n. (구어) 친구, 동료, 형제

part with… …을 버리고 떠나다, 단념하다, 포기하다; …와 헤어지다

reluctance [rilʌ́ktəns] n. 싫음, 마음이 내키지 않음, 마지못해 함

attain [ətéin] v. 이르다, 도달하다; 달성하다

establish [estǽbliʃ] vt. 설립하다, 확립하다

berate [bire ́it] vt. 호되게 꾸짖다

brevity [bre ́vəti] n. (시간의) 간결, 짧음

7. Marshmallow Mellow

mellow [mélou] a. (과일이) 익어 달콤한, 감미로운

accurate [ǽkjurit] a. 정확한, 정밀한

negotiate [nigóuʃieit] v. 협상하다, 교섭하다

applaud [əplɔ́ːd] v. 박수갈채하다, 성원하다, 칭찬하다

forfeit [fɔ́ːrfit]
vt. (죄·과실 등에 의하여 지위·재산·권리를) 상실하다, 몰수되다; n. 

벌금, 과료; 상실, 박탈

closet [klɑ́zit] n. 벽장, 광, 찬장



                                                                       

overwhelm [òuvərhwélm] vt. 압도하다, 제압하다; 질리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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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ement [ímplimənt] n. 기구, 도구

endorphin [endɔ́ːrfin] n. [생화학] 엔도르핀

frustrate [frʌ́streit] vt. 좌절시키다, 꺾다 실패하게 하다; 좌절감을 일으키다, 실망시키다

8. Mushy Marshmallow Stuff

struggle [strʌ́gl] n. 노력, 고투; v. 분투하다, 노력하다, 버둥거리다

brow [brau] n. 이마

hygienist [haiʤíːnist] n. 위생학자, 위생사

aspirator [ǽspərèitər] n. 흡입기

receptionist [risépʃənist] n. (호텔·회사 등의) 접수원, 응접원

dignity [di ́gniti] n. 존엄, 위엄

gosh [gɔʃ] int. 아이쿠, 큰일 났군, 기필코(by ∼ !) (놀람·맹세를 나타냄)

come within …에 접근하다, 시야에 들어오다

envelope [énvəlòup] n.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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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race [embré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Post-Parable Analysis

reconfigure [rìːkənfígjəːr] vt. (비행기·컴퓨터 등의) 형(부품)을 바꾸다

persistence [pəːrsístəns] n. 끈덕짐, 고집, 완고, 버팀; 영속, 지속

compel [kəmpe ́l] vt.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deduct [didʌ́kt] vt. 공제하다, 빼다

deduction [didʌ́kʃən] n. 뺌, 공제; 차감액

liberate [líbəre ̀it] vt. 자유롭게 만들다, 해방하다

guru [gurúː] n. (한 분야의) 권위자, 지도자

eliminate [ilímineit] vt. 제거하다

ethic [éɵik] n. 윤리, 도덕

posh [pɑʃ] a. 사치스런, 호화스런, 우아한

booze [buːz] vi. (구어) 술을 많이 마시다

oft [ɑft] ad. (주로 복합어) = Often

oft-repeated 자주 반복되는

harrumph [hərʌ́mf] vi. (일부러) 헛기침을 하다; 항의하다, 불평을 말하다

mound [maund] n. 흙무덤, 작은 언덕



                                                                       

reverence [rév-ərəns] n. 숭배, 존경, 경의

devour [diváuər] vt. 게걸스럽게 먹다, 먹어 치우다

compatible [kəmpǽtəbəl] a. 양립하는, 모순되지 않는, 조화되는

fiscal [fískəl] a. 국고의, 국가 세입의; 재정상의, 회계의

celebrity [səlébrəti] n. 유명 인사; 명성

invincible [invi ́nsəbəl] a.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sustainable [səstéinəbəl] a. 유지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는

pirate [páiərət] n. 해적, 해적선, 약탈자; v.약탈하다

hail [heil]
① n. 싸락눈, 우박; vi. 우박이 내리다; ② vt. 환호하며 맞이하다, 환영

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naive [nɑːíːv] a. 천진난만한, 순진한, 때 묻지 않은

deform [difɔ́ːrm] vt. 추하게 하다, 볼품없게 하다, 불구로 만들다

nomination [nɑ̀mənéiʃ-ən] n. 지명, 추천권, 임명권

fluff [flʌf] n. 보풀, 솜털

dreadlock [drédlɑ̀k] n. 머리털을 가늘게 땋아서 곱슬곱슬하게 한 헤어스타일

braid [breid] vt. (머리를) 땋다; n. 꼰(땋은) 끈, 노끈

grudging [grʌ́ʤiŋ] a. 인색한, 마지못해 하는

grudgingly ad. 마지못해, 억지로

intuition [ìntjuíʃən] n. 직관, 직관적 통찰

aspire [əspáiər] vi. 열망하다, 갈망하다

bipolar [baipóulər] a. 두 극의 있는, 양극의

exaggerate [egzǽdʒəreit] vt. 과장하다

replicate [répləkèit] vt. 사본을 뜨다, 모사하다, 복제하다; 뒤로 접다, 반대편으로 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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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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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복잡하게 하다

permanent [pə́ːrmənənt] a. 영구한, 영속하는

inevitable [inévitəbl] a.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sustain [səstéin] vt. 떠받치다, 부양하다, 견디다

bolster [bo ́ulstər] n. 덧베개, 받침; vt. 덧베개로 받쳐주다; 지지하다, 보강하다, 기운을 북돋

우다

inspire [inspáiər] vt. 고무(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jilt [ʤilt] vt. (여자가 남자를) 끝내 차버리다; n. 남자를 차는 여자, 바람난 여자

whiny [hwáini] a. 불평하는, 투덜대는

endeavor [endévər] v. 노력하다, 애쓰다; n. 노력, 시도



                                                                       

aspiration [æ̀spəréiʃən] n. 열망, 포부, 큰 뜻

prescribe [priskráib] vt. 규정하다, 지시하다; 처방하다

prospect [prɑ́(ɔ́)spekt] n. 기대, 전망, 예상; 잠재 고객

preach [priːtʃ] v. 설교하다, 전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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