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Tuesdays with Morrie 영어 원서 단어장 

 Tuesdays with Morrie
- 매주 화요일, 죽음을 앞둔 스승이 삶의 무게에 지친 30대 제자에게 전하는 인생 수업!

- 미치 앨봄의 가슴 따뜻해지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원서로 만나보세요!

- 총 34894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장을 활용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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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리딩> 영어 원서별 단어장>

Acknowledgement

acknowledge [əknɑ́(ɔ́)lidʒ] vt. 인정하다, 승인하다

appreciation [əprìːʃie ́iʃən] n. 인식, 평가, 감상

The Curriculum

hibiscus [hibískəs] [식물] n. 히비스커스(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에 속한 식물의 총칭)

oral [ɔ́ːrəl] a. 구두(口頭)의, 구술의

credit [kre ́dit] n. 신용, 명예; [미국] 학점

in lieu of …의 대신에 (instead of)

impatient [impe ́iʃənt] a. 성급한, 조급한, 참을 성 없는; 몹시 …하고 싶어 하는

impatiently [impe ́iʃəntli] ad. 성급하게, 조바심하며

ceremony [se ́rimouni] n. 의식, 의례

whisk [hwisk] v. (먼지 등을) 털다, 털어내다; 휙 움직이다

sparkling [spɑ́ːrkliŋ] a. 불꽃을 튀기는, 반짝거리는; 생기에 찬(lively), 번득이는

tuft [tʌft] n. (머리칼·깃털·실 따위의) 술, 타래, 한 움큼

crook [kruk] vt. 구부리다, (활처럼) 굽히다; n. 굽은 것, 갈고리

slant [slænt]
n. 경사, 비탈; a. 기울어진, 비스듬한; v. 기울(게 하)다, 

  경사지(게 하)다

awkward [ɔ́ːkwərd] a. 거북한, 어색한

hesitation [he ̀zəte ́iʃən] n. 주저, 망설임

The Syllabus 

syllabus  [síləbəs] n. (강의의) 요강, 요목

wander [wɑ́ndəːr] v. 거닐다, 돌아다니다

lindy [líndi] n. 린디(격렬한 지르박 춤의 일종)

twirl [twəːːrl] vt. 빙빙 돌리다, 회전하다, 휘두르다

amphetamine [æmfe ́təmìːn] n. [약학] 암페타민(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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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 [nʌt] n. 견과(호두·개암·밤 따위); 어려운 일, 다루기 힘든 사람

commandeer [kɑ̀məndíər] vt. [군사] 징집하다, 징발하다

applaud [əplɔ́ːd] v. 박수를 보내다, 성원하다

asthma [æ ́zmə] n. [의학] 천식

inject [indʒe ́kt] vt. 주사하다, 주입하다, 삽입하다

stumble [stʌ́mbl] v. 발부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inexplicably [ine ́ksplikəbəli] ad. 불가해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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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

startling [stɑ́ːrtliŋ] a. 놀라운, 깜짝 놀라게 하는

weary [wíəri] a. 피로한, 지친 (부사형: wearily 지쳐서, 진저리나서)

urine [ju ́ərin] n. 소변, 오줌

rear end [əknɑ́(ɔ́)lidʒ] 항문

rear [riər]

① n. 뒤, 배후, 배면;  a. 후방의 

② vt. 기르다, 교육하다, 사육(재배)하다; 세우다, 

   vi. (말 등이) 뒷다리로 서다

intestine [inte ́stin] n. (보통 pl.) 창자, 장; a. 내부의, 국내의

biopsy [báiɑpsi] vt. …에 생체 검사를 실시하다

calf [kæf] n. 장딴지, 종아리

humid [hju ́ːmid] a. 습기 있는, 눅눅한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근위축성(筋萎縮性) 측삭(側索) 경화(증)

lateral [lǽt-ərəl a. 옆의, 옆으로의, 측면의; n. 옆쪽, 측면부

sclerosis [skli-əro ́usis] n. [의학] 경화증(硬化症); 경화

brutal [bru ́ːtl] a. 잔인한, 야만적인; 모진, 혹독한

unforgiving [ʌ̀nfərgíviŋ a. 용서하지 않는, 용서 없는

terminal  [tə́ːrmən-əl] a. 말단의, 종말의, 경계의

stun [stʌn] vt.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normalcy [nɔ́ːrm-əlsi] n. 정상임, 정상 상태

cane [kein] n. 지팡이, 매, 회초리

theology [ɵiːɑ́lədʒi] n. 신학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fatal [fe ́itəl] a. 치명적인, 결정적인

thigh [ɵai] n. 넓적다리

trunk muscle 몸통 근육

trunk [trʌŋk] 
n. (나무의) 줄기; 몸뚱이, 몸통, 본체; (철도·도로·운하의) 간선, 본선; 트렁크, 

여행 가방

limp [limp]
① vi. 절뚝거리다; 

② a. 무기력한, 맥 빠진, 지친; 흐느적거리는,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husk [hʌsk] n. 껍질, 껍데기

cluck [klʌk] n. (암탉이) 꼬꼬 우는 소리; v. 꼬꼬 울다, 혀를 차다

profound [prəfa ́und] a. 깊이가 있는, 심오한

wither [wi ́ðər] v. 시들다, 말라죽다

demise [dimáiz] n. 서거, 사망(death의 완곡한 말); 소멸, 종언

narrate [nære ́it] v. 이야기하다,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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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the [suːð] n. 달래다, 위로하다, 진정시키다

curb [kəːrb]

n. 재갈, 고삐; 구속, 속박; (인도와 차도 사이의) 연석, 

 차도에서 인도가 될 때 약간 높아지는 턱; 

vt. (말에) 재갈을 물리다; 억제하다, 구속하다

urinate [ju ́ərəne ̀it] vi. 오줌 누다; vt. 오줌으로 적시다, 오줌으로[과 함께] 배설하다

colleague [kɑ́liːg] n. (주로 관직, 교수, 공무 등 직업상의) 동료

synonymous [sinɑ́nəməs] a. (… 와) 동의어의, 같은 뜻의, 같은 것을 나타내는[의미하는] 

tribute [tríbjuːt] n. 감사[칭찬, 존경, 애정]의 표시; 공물

layer [le ́iər] n. 층, (한 번)바르기

sequoia [sikwɔ́iə] n. [식물] 세쿼이아 (미국 서부산(産) 삼나뭇과(科)의 거목)

rousing [ráuziŋ] a. 각성시키는, 고무하는; 타오르는, 열렬한

The Student

strutting [strʌ́tiŋ] a. 점잔 빼며[으스대며] 걷는; 젠체하는

sour [sɔːr]
vi. 높이 날다[오르다], 날아오르다 ; 급등하다, 치솟다 ; 

n. 솟아[날아]오름

pancreatic cancer n. 췌장암

bloat [blout] vt. 부풀게 하다, 팽창시키다; 자부하다, 우쭐하게 하다

contort [kəntɔ́ːrt] vt. 찡그리다;  곡해하다; vi. (얼굴 등이) 일그러지다

avert [əvə́ːrt]

balcony [bǽlkəni]

vt. (눈·얼굴 따위를) 돌리다, 비키다(from), 외면하다, 피하다

n. 발코니; (극장의) 2층 특별석

grit [grit] n. 잔모래, 자갈; v. 삐걱거리다 (grit the teeth 이를 갈다)

drain [drein]
n. 배수관, 하수구, 하수(시설); 

v. ~에서 배수하다. ~에서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appetite [æ ́pitait] n. 식욕, 욕구

insatiable [inse ́iʃəbəl] a.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spout [spaut]
n. 분수, 분출, 물기둥; 주둥이, 물 꼭지; 

v. 내뿜다, 분출하다

hypocritical [hìpəkrítikəl] a. 위선의, 위선(자)적인

crank [kræŋk] n. [기계] 크랭크; (Z자 꼴로) 굽은 자루, 삐뚤삐뚤, 굴곡

breakneck [bre ́ikne ̀k]
a. (목이 부러질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몹시 가파른

courtship [kɔ́ːrtʃìp] n. 구애, 구혼

squeeze  [skwiːz] vt. 죄다, 압착하다, 꽉 쥐다

attic [ǽtik] n. 다락방, 지붕 밑 방

flick [flik] n. (매·채찍 따위로) 찰싹(탁) 때리기; vt. 찰싹(탁) 치다

flick through vi. (구어) (카드·페이지 등을) 휙 넘기다, 쓱 훑어보다 

The Audiovisual

chore [tʃɔːr] n. 지루한 일; 잡일, 허드렛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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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 [rɑd] n. 장대, (가늘고 긴) 막대기, 지팡이, 작은 가지

jot [dʒɑt] n. (매우) 적음, 조금; vt. 간단히 몇 자 적어두다, 메모하다

discard [diskɑ́ːrd] vt. 버리다

involve [invɑ́(ɔ́)lv] vt. 관련시키다 , 포함하다, 수반하다

aphorism [ǽfərìzəm] n. 경구, 잠언, 격언, 금언

eyebrow [aíbràu] n. 눈썹

interrupted [ìntərʌ́pti] a. 가로막힌, 중단된

clamor [klǽmər]
v. 와글와글 떠들다, 시끄럽게 굴다; 

n. 시끄러운 외침, 떠들썩함

usher [ʌ́ʃər] n. 안내인, 수위; vt. 안내하다

peer [piər] vi.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

quote [kwout] vt. 인용하다; n. 인용문, 따옴표

shrug [ʃrʌg] v. (어깨를) 으쓱하다

shaggy [ʃǽgi] a. 털북숭이의, 털이 텁수룩한

dignity [dígniti] n. 존엄, 위엄

composure [kəmpo ́uʒər] n. 침착, 냉정, 평정, 자제

mourn [mɔːrn] v. 슬퍼하다, 한탄하다

humility [hjuːmíləti] n. 겸손, 비하

induce [indju ́ːs] vt. 꾀다, 설득하여 …하게 하다; 야기하다, 일으키다

insidious [insídiəs] a. 음흉한, 교활한, 방심할 수 없는; (병 등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는, 잠행성의

decay [dike ́i] v. 부패하다, 썩다; 쇠퇴하다; n. 부패, 부식

authority [əɵɔ́ːriti] n. 권위, 권력, 위신

numb [nʌm]
a. (얼어서) 곱은; 감각을 잃은; 

vt. 감각을 잃게 하다; <사람, 마음을> 망연자실케 하다 

rug [rʌg] n. (바닥의) 깔개, 융단, 양탄자.

fumble [fʌ́mb-əl] vi. 손으로 더듬어 찾다

flannel [flæ ́nl]

corduroy [kɔ́ːrdərɔ̀i]
n. 플란넬, 면(綿) 플란넬; (pl.) 플란넬 제품(붕대·속옷, 특히 운동 바지)

n. 코르덴; a. 코르덴의 

The Orientation

suburb [sʌ́bəːrb] n. 교외, 변두리

suburban [səbə́ːrbən] a. 교외의[에 사는]; n. 교외 거주자

flank [flæŋk] vt. 측면에 서다, …의 옆에 있다

gaunt [gɔːnt] a. 수척한, 몹시 여윈

emerge [imə́ːrdʒ] vi. 나오다, 나타나다

medication [me ̀dəke ́iʃ-ən] n. 약물 치료, 투약

swallow [swɑ́lou] vt. 들이켜다, 삼키다, 꿀꺽 삼키다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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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연한 소란, 안달함

stout [staut] a. 단단한, 억센

hummus n. [요리] 후머스 (이집트 콩을 삶아 양념한 중동 음식)

tabouli
n. [요리] 타불리. (토마토, 파슬리, 샐러리 등에 불가리아 밀가루를 약간 더해 만

든 중동 지방의 소스)

harsh [hɑːrʃ] a. 거친, 가혹한, 호된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inhale [inhe ́il] v. 들이쉬다, 빨아들이다, 흡입하다

compensate [kɑ́(ɔ́)mpenseit] v. 보상하다, 배상하다, 갚다

deferment [difə́ːrmənt] n. ① 그대로 둠, 천연; ② 징병 유예 

slob [slɑb] n. 지저분한 사람; 굼벵이

passionate [pǽʃənit] a. 열렬한, 정열적인; 갈망하는

spew [spjuː] v. 토하다, 게우다

crack up idiom. 지치다, 녹초가 되다

The Classroom

celebrity [səle ́brəti] n. 유명 인사, 명성

orbit [ɔ́ːrbit] n. (천체의)궤도

squirm [skwəːrm] vi. (벌레처럼) 꿈틀거리다, 움직거리다,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grappling [græ ́pliŋ] n. 갈퀴를 쓰기; 드잡이, 격투

beamed [biːmd] a. ① 들보가 있는; ② 빛나는 

gingerly [ʤínʤərli] ad. 지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dab [dæb]
v. 가볍게 두드리다; 살살 칠하다, 문지르다; 

n. 가볍게 두드림

knuckle [nʌ́kəl] n. 손가락 관절(마디); v. 손가락 마디로 치다

pathetic [pəƟe ́tik] a. 애처로운, 측은한, 불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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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unt [hɔːnt]
v. 자주 가다, 빈번히 들르다; (유령이) 출몰하다; 늘 따라다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suffocate [sʌ́fəke ̀it] vt. … 의 숨을 막다, …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다; 

vt. 질식(사)하다, 숨 막히다

exhale [ekshe ́il] v. (숨을) 내쉬다; (공기·가스 등을) 내뿜다, 발산하다

scholarly [skɑ́ləːrli] a. 학자[학구]적인, 박식한; 학문적인, 학술적인

contagious [kənte ́idʒəs] a. 전염성의; 만연하는, 전파하는

defer [difə́ːr] vi. (의견, 판단, 결정을) ~에게 맡기다

take … for grant
 … 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다; 

 [소유물, 권리 따위]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돌보지 않다

crinkle [kríŋkl] v. 물결 치(게 하)다, 파동 치다; 주름 잡(히)다

Taking Attendance

cue up queue up 과 동일한 의미 :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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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oscope [hɔ́ːrəsko ̀up] n. 점성; v. 운세를 점치다

devour [diva ́uər] vt. 게걸스럽게 먹다, 먹어 치우다

lamented [ləme ́ntid] a. 애도를 받는, 애석히 여겨지는; 애석한

diminishing [dəmíniʃiŋ] a. 점점 감소하는 

addict [ədíkt]
vt. 중독되게 하다, (악습에) 빠지게 하다; 

n. 중독자, 열광하는 사람

clown [klaun] n. 어릿광대; 익살꾼; vi. 익살부리다, 어릿광대짓하다

cubicle [kju ́ːbikl] n. 칸막이한 작은 방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투덜투덜하다

sweeping [swíːpiŋ] a. 일고하는, 소탕하는; 포괄적인, 광범위한

strapped a. ① (구어) (사람, 단체가) 곤궁한, ② 가죽 끈으로 맨

devote [divo ́ut] vt. 바치다, 전적으로 쏟다

pit against idiom. 겨루다, 대항하다, 맞서 싸우다 (=fight against)

hang up idiom. 수화기를 놓다, 전화를 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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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omore [sɑ́f-əmɔ̀ːr] n. (대학·고교의) 2학년생

Rockport shoes n. 미국 B,A, Mason에서 생산하는 유명 운동화 브랜드명

corduroy pants n. 코르덴바지

alienation [e ̀iljəne ́iʃən] n. 소운, 소외감, 이간 

shark [ʃɑːrk]

n. 욕심재이, 사기꾼; 

vi. 사기를 하다; 

vt. 사기하다, 착취하다

pep [pep]
vt. 원기를 북돋우다, 격려하다; 

n. 원기, 기력

The First Tuesday-We Talk About the World

atrophy [æ ́trəfi]
vt. 위축시키다; 쇠약하게 하다; 

vi. 위축하다; 쇠약해지다

wicker chair n. 고리 버들로 만든 의자

chef [ʃef] n. 주방장; 요리사

sprinkle [spríŋk-əl] vt. (액체·분말 따위를) 뿌리다, 끼얹다, 붓다

dwindle [dwíndl] vi. 줄다, 작아지다, 축소되다

reflexively [rifle ́ksivli] ad. 반사적으로 

equalizer [íːkwəla ̀izər] n. 동등하게 하는 사람[것]

shed [ʃed] n. 헛간, 창고

honk [hɔːŋk,hɑŋk]
v. 경적을 울리다; (기러기가)울다; 

n. 자동차 경적 소리, 기러기의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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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ɵíːsis] n. 논제, 제목

stubble [stʌ́b-əl]
n. ① [보통 pl.] (밑 등의) 그루터기; 

   ② (송송 난) 짧은 수염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nasal [ne ́izəl] a. 코의, 코에 관한; n. 콧소리, 비음

agitated  [ǽdʒəte ̀itid] a. 흥분한, 동요한

The Second Tuesday-We Talk About Feeling Sorry for Yourself

mimic [mímik] 
a. 흉내를 잘 내는, 가짜의; 

vt. 흉내 내다, 흉내 내어 조롱하다

confrontation [kɑ̀nfrənte ́iʃən] n. 대면, 직면, 대립

compassion [kəmpæ ́ʃən] n. 측은히 여김, 동정(심), 연민

vermicelli [və̀ːrmiːtʃe ́li] n. [요리] 베르미첼리 (스파게티보다 가는 파스타 류)

baklava n. [요리] 바클라바 (근동 지방의 과자의 일종)

bellow [be ́lou] vi. 큰 소리로 울다; 고함지르다

recline [rikláin] vt. 기대게 하다, 의지하다; vi. 기대다, 눕다 

commode [kəmo ́ud] n. (서랍·선반이 있는) 낮은 장; 찬장; 세면대

just like that idiom. 간단히, 갑자기 

wilt [wilt] v. 시들(게 하)다, 풀이 죽(게 하)다

leaf [liːf] n. 잎, 나뭇잎; (책의) 한 장

torture [tɔ́ːrtʃər] n. 고문, 고뇌; vt.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latter [lǽtəːr] a. 나중 쪽의, 마지막의, 후자의,; 최근의 

had a crush on idiom. (구어) … 에게 홀딱 반하다

armpit [ɑ́ːrmpìt] n.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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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cha int. (미·속어) 그것 봐! 들켰지!; 알겠어! 좋아! 

shrivel [ʃríːv-əl] vi, vt. 주름(살)지다. 줄어들다(주름살지게하다)

flinch [flintʃ] vi. 주춤(움찔)하다, 겁을 내다

yank [jæŋk]
v. (구어) 확 잡아당기다; (시원찮은 사람을) 교체하다, 물러나게 하다

n. (구어) 홱 당김

The Third Tuesday-We Talk About Regrets

cobbler [kɑ́blər] n. 구두 수선공

intrusive [intru ́ːsiv] a. 침입의; 참견하는, 방해하는

wag [wæg] v. 흔들어 움직이다, 꼬리를 흔들다; 계속 움직이다

nostalgia [nɑstǽldʒiə] n. 향수, 향수병, 노스탤지어

ambivalence [æmbívələns] n. [심리]양면 가치; 모순, 동요, 주저 

egotistical [iːgətístikəl] a. 자기중심의, 독선적인

trillion [tríljən] n. 1조(兆); a. 1조의;100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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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ple [græ ́pəl]
vt. 잡다, 꽉 쥐다; 파악하다, 고정하다; 

vi. 격투하다, 맞붙어 싸우다

consultation [kɑ̀nsəlte ́iʃən] n. 상담, 의논, 협의

locomotive [lo ̀ukəmo ́utiv] n. 기관차; a. 기관차의; 이동하는

shy of … 이 부족한 

ritualistic [rìtʃu-əlístik] a. 의식의; 의식주의의 

opiate [o ́upiit] n. 아편제, 마취제; a. 아편이 든, 마취시키는

throw rug n. 작은 융단

couch [kautʃ] n. 긴 의자, 침상, (기댈 수 있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소파

snicker [sníkəːr] vi. [미국] 낄낄 웃다, 숨죽여 웃다

The Audiovisual. Part Two

reception [rise ́pʃ-ən]

deceive [disi ́ːv]

n. 환영; 응접; 환영회, 리셉션

v. 속이다, 기만하다

perch [pəːrtʃ] v. 앉다, 자리를 차지하다, (높은 곳에) 놓다, 앉히다

choke up idiom. … 을 질식시키다; (감정이 격하여) 말이 나오지 않다

blow [blou] v. 불다, 바람에 날리다; n. 불기; 강타, 타격

The Professor

immigrant [ímigrənt] n. 이민, 이주자; a. 이주해 오는; 이주자의

tenement [te ́nəmənt] n. 집, 건물; 주택; 셋방

wail [weil] n. 울부짖음, 비탄, 통곡; vi. 울부짖다

cemetery [se ́məte ̀ri] n. 묘지, 공동묘지

frail [freil] a. 약한, 부서지기 쉬운, 무른

confront [kənfrʌ‘nt] vt. 직면하다, 마주 대하다; 대조하다

cramped [kræmpt] a. 비좁은, 답답한, 꽉 끼는

porch step n. 현관 계단

communal [kəmju ́ːnl] n. 공동 사회(간)의, 자치 단체의; 공동의, 공유의

greenery [gríːnəri] n. [집합적] 푸른 잎[나무]; (장식용의) 푸른 가지[잎]

panic [pǽnik]
v. … 에 공포를 일으키다, 공포에 질리다; n. 공황, 당황; 

a. 당황한, 미친 듯한

polio [po ́ulio ̀u] n. 소아마비; 소아마비 환자

brace [breis] v. 대비하다, 마음을 다잡다

synagogue [sínəgɔ̀ːg] n. 유대인 집회; 유대교 회당; 유대교도들

hawk [hɔːk] 

① [조류] 매 

② vt. 행상하다; 외치며 돌아다니다 

③ v. 기침을 하다, 기침을 해서 내뱉다

embrace [embre ́is] vt. …을 껴안다, 포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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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verty [pɑ́(ɔ́)vərti] n. 빈곤, 가난, 결핍

boccie [bɑ́tʃi]
n. pl. [보통 단수 취급] 보치 

  (잔디에서 하는 이탈리아의 볼링의 일종)

tucked [tʌk]
vt. 밀어[쑤셔]넣다(in, into, under); 걷어 올리다(up); 

  덮다, 감싸다 (in, into) 

yiddish [jídiʃ] n. 이디시 말 (독일어에 슬라브 어, 히브리어를 섞어 히브리 문자로 씀)

antidote [æ ́ntido ̀ut] n. 해독제; 대책, 해결 방법(to, for, against)

filth [filɵ] n. 오물, 불결한 물건, 쓰레기, 더러움, 불결, 외설

churning [tʃə́ːrniŋ] n. 우유 젓기; 1회 제조분의 버터

pelt [pelt] vt. 내던지다, 연타하다, 퍼붓다

vow [vau] n. 맹세, 서약, 서원 v. 맹세하다, 서약하다, 언명하다

exploit [iksplɔ́it] vt. 개척하다, 개발하다; (부당하게) 이용하다; 

  (노동력을) 착취하다

The Fourth Tuesday-We Talk About Death

scribble [skríb-əl] v. 갈겨쓰다

indecipherable [i ̀ndisáifərəbəl] a. (암호 등이) 판독[해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solidarity [sɑ̀lədǽrəti] n. 결속, 단결

portable [pɔ́ːrtəbəl] a. 휴대용의, 들고 다닐 수 있는

leech [liːtʃ] n. [동물] 거머리

kid [kid] vt. 놀리다; 속이다; vi. 놀리다, 장난치다

agnostic [ægnɑ́stik] 
n. 불가지론(不可知論)자 ; 

a. 불가지론(자)의, 불가지론적인
Buddhism [bu ́ːdizəm]

Christianity [krìstʃiǽnəti]

n. 불교

n. 기독교, 그리스도교

Judaism [dʒu ́ːdiìzəm] n.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 문화

mutt [mʌt] n. (속어) 바보, 얼간이

exuberance [igʒu ́ːbərəns] n. 풍부, 무성함, 윤택

optimistic [ɑ̀ptəmístik] a. 낙천주의의, 낙관[낙천]적인

quiver [kwívər] vi. 떨리다, 흔들리다

touchy-feely [tʌ́tʃifi ́ːli] a. (구어) (끌어안는 등 과장된) 신체 접촉으로 동정[애정]을 나타내는

deficient [difíʃənt] a. 모자라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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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명령하다, 지시하다

drape [dreip] vt. 주름을 잡아 예쁘게 덮다, 꾸미다, 우아하게 걸치다

prophet [prɑ́fit] n. 예언자, 선지자, 선각자; (the P-) 마호메트(Mohammed)

compliment [kɑ́mpləmənt] n. 찬사, 칭찬의 말; 경의, 영광스러운 일

assessment [əse ́smənt] n. (과세를 위한) 사정, 평가

stillborn birth n. 사산

stillborn [stil- ́bɔ̀ːrn] a. 사산의; 처음부터 실패작인; n. 사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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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out [ʃʌt- ́àut]
n. ① 못 들어오게 함; 공장 폐쇄 

   ② [야구]셧 아웃, 완봉

athlete [æ ́ɵliːt] n. 운동선수

The Fifth Tuesday-We Talk About Family

consecutive [kənse ́kjətiv] a. 연속적인, 계속되는; 일관된

teeming [tíːmiŋ] a. 풍부한, 넘치는, 우글우글한

lavaliere [læ̀vəlíəːr] n. (보석이 박힌) 목걸이; 소형 마이크

lapel [ləpe ́l] n. [보통pl.] (양복저고리 등의) 접은 옷깃

wheeze [hwiːz] v. 씨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다

smack [smæk]

① n. 맛, 풍미, 낌새, 기미; vi. 맛이 나다, 향기가 나다 

② vt. 찰싹 치다, 소리 내다; 입맛을 다시다, 혀를 차다; 

   n. 찰싹하는 소리; 입맛 다심, 혀 차기; 소리 나는 키스

mull [mʌl] n. 실수, 실패, 혼란; v. 엉망으로 만들다, 실패하다

in light of idiom. … 에 비추어, … 을 고려하여 

perish [pe ́riʃ] v. 멸망하다, 죽다, 썩어 없어지다; n. 궁핍 상태

crouch [krautʃ] v. 몸을 구부리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squint [skwint]

a. 사팔눈의, 사시(斜視)의, 곁눈질하는;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at); 

n. 곁눈질, 사팔눈

hazel-eyed 엷은 갈색 눈

pamper [pǽmpər] vt. … 의 욕망을 한껏 채워주다; 응석 받아주다; (욕망을) 만족시키다

reenact [rìːinǽkt]
vt. 다시 제정하다, 다시 (법률로) 정하다; 

   재연하다, 재현하다

obedient [oubíːdiənt]
a.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부사형: obediently 고분고분하게)

ingest [indʒe ́st] vt. 섭취하다; 수집하다; 받아들이다

stiff [stif] a. 굳은, 뻣뻣한; 완강한, 완고한

conservative [kənsə́ːrvətiv] a. 보수적인, 보수주의의

untimely [ʌnta ́imli] n. 때 아닌, 철이 아닌, 미숙한; ad. 때에 맞지 않게, 시기를 놓쳐

feverish  [fíːvəriʃ] a. 열이 있는, 뜨거운

condemned [kənde ́md] a. 비난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형수의

executioner [e ̀ksikju ́ːʃənər]

pancreas [pǽŋkriəs]

n. 사형 집행인,실행(집행)자

n. [해부] 췌장, 이자 

chemotherapy [ke ̀mouɵe ́rəpi] n. 화학요법

radiation [re ̀idie ́iʃ-ən] n. 방사, 복사; 복사 에너지

remission [rimíʃ-ən] n. (죄의) 용서, 사면; (아픔·병 등의) 완화, 진정, 누그러짐

be ripped with … … 로 상심하다

dove [douv] v. dive 의 과거

sled [sled] n. 썰매

rumble [rʌ́mb-əl] vi.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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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le [tíŋg-əl]
n. 따끔거림, 쑤심; 설렘, 흥분; 

v. 따끔따끔 아프다, 쑤시다; 설레게 하다, 흥분시키다

tingle with … 로 안절부절 못하다, 당황하다,  설레다

dripping [drípiŋ] n. (pl.) 똑똑 떨어짐, 물방울; a. 똑똑 떨어지는, 흠뻑 젖은

slap [slæp]
n. 넓적한 것으로 한번 침, 철썩 (때리기); 

v. 찰싹 때리다. 세게 치다

The Sixth Tuesday-We Talk About Emotion

laurel [lɔ́ːrəl,lɑ́ːr-] n. 월계관, (pl.) 승리, 명예

gutter [gʌ́tər] n. 배수구, 도랑

lid [lid] n. 뚜껑

lilt [lilt] 
n. 쾌활한 곡조[리듬, 가락, 동작]; vi. 즐겁게 노래하다; 

vt. (노래를) 경쾌한 리듬으로 부르다

fret [fret] vi. 초조하다, 안달이 나다, 괴로워하다

phlegm [flem] n. 담(痰); 점액질; 무감각' 냉담, 무기력

tramp [træmp]
v. 쾅쾅거리며 걷다, 육중하게 걷다; 터벅터벅 걷다, 방랑하다, 도보 여행하다; 짓

밟다, 밟아 뭉개다

soak up idiom. … 을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Selestone 셀레스톤 (천식 약의 한 종류)

Ativan 아티반 (수면제의 한 종류)

naproxen 나프록센 ( 소염진통제의 한 종류)

laxative [lǽksətiv] a. 설사하게 하는; n. 설사약

surge [səːrdʒ] vi. 큰 파도가 일다; 파동 치다, 밀어닥치다

exertion [igzə́ːrʃən] n. 노력, 분발

detach [ditǽtʃ] v. 떼어놓다, 분리하다; 파견하다

impermanent [impə́ːrmənənt] a. 비영구적인, 영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penetrate [pe ́nitreit] v. 꿰뚫다, 통과하다; 간파하다

vulnerability [vʌlnərəbíləti] n. 상처 받기 쉬움, 약점이 있음, 취약성

heave [hiːv] vt.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vi. 올라가다, 높아지다

congestion [kəndʒe ́stʃən]
n. ① (인구의) 밀집, 과잉; (거리, 교통의) 혼잡, 정체; 

  ② [병리] 충혈, 울혈

hack [hæk]
v. ① 땅을 가다, 일구다; 

  ② (자꾸) 헛기침을 하다; 토하다

wad [wɑd / wɔd] n. 뭉치, 다발; (구어) 많음, 다량  

phlegm [flem] [의학] 가래 

perspiration [pə̀ːrspəre ́iʃə] n. 땀; 발한 (작용)

scalp [skælp] n. 두피, 머리가죽; v. 머리 가죽을 벗기다

serenely [siríːn]

reincarnation [rìːinkɑːrne ́iʃ-ən]

a. 고요한, 잔잔한; 화창한, 맑게 갠

n. 다시 육체를 부여함; 윤회; 재생, 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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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iron  [le ́gàiəːrn] n. 족쇄

The Professor, Part Two

deceptively [dise ́ptivli] ad. (사람을) 속여서; 믿을 수 없게, 거짓으로 

chestnut [tʃe ́snʌ̀t] n. 밤, 밤나무

lodge [lɑdʒ] n. 조그만 집, 별장

plow [plau] n. 쟁기; v. 갈다, 갈아 일구다

soil [sɔil] n. 흙, 땅

medicate [me ́dəke ̀it] vt. (환자에게) 의료를 베풀다; … 에 약물을 넣다[섞다]

intravenously [i ̀ntrəvíːnəsli] ad. 정맥 주사로, 정맥 안으로 

contentment [kənte ́ntmənt] n. 만족, 흡족함, 안도감

hotbed [hɑ́tbe ̀d] n. 온실; (죄악 등의) 온상, 소굴 

radical [rǽdikəl] a. 근본적인, 기본적인; 급진적인, 과격한

draff [dræf] n. 찌꺼기, (돼지에게 주는) 음식 찌꺼기

levitate [le ́vəte ̀it] v. 공중에 떠돌다[떠돌게 하다]

naïve [nɑːíːv] a. 순진한, 소박한, 천진난만한; 단순한, 고지식한

The Seventh Tuesday-We Talk About The Fear Of Aging 

inclination [i ̀nkləne ́iʃən] n. ① (특히 정신적인) 경향, 기질; ② 기울어짐, 경사 

revel in v. … 을 즐기다

yearn [jəːrn] vi.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sultry [sʌ́ltri] a. 무더운, 후텁지근한; <말 등이> 음란한; 

<여배우, 음악> 관능적인, 정열적인 

snug [snʌg]
a. 아늑한, 기분 좋은; vt. 단정히 하다, 기분 좋게 하다; 

vi. 기분 좋게 되다, 취침하다

oblivion [əblíviən] n. 망각, 잊힘, 잊기 쉬움, 건망

strife [straif] n. 투쟁, 다툼

manipulate [mənípjəle ̀it] vt. ① (부정하게) 조종하다, 조작하다. 

   ② (기계 등을) 능숙하게 다루다; (문제를) 솜씨 있게 처리하다.

prop [prɔp] n. 지주, 버팀목

flour [flauər] n. 밀가루; 분말, 가루; (화장)분. 

scatter [skǽtər] v.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지다

succumb [səkʌ́m] vi. (유혹 등에) 굴복하다, 압도당하다, 굽히다

jeopardize [dʒe ́pərdàiz] vt. 위태롭게 하다, 위험에 빠뜨리다

The Eight Tuesday-We Talk About Money

mogul [mo ́ugʌl] n. 무굴 사람, 몽골 사람; (구어) 중요 인물, 거물

a cappella [ɑ̀ːkəpe ́lə] a. , ad. 악기 반주 없는[없이], 아카펠라의[로]

significance [signífikəns] n. 의의, 의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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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ble [gɑ́bəl] vt. 게걸스레 먹다; 꿀떡 삼키다

comradeship [kɑ́mrædʃip] n. 동료 관계, 우애, 우의

deplete [diplíːt] vt. 고갈(소모) 시키다

salary [sæ ́ləri]
n. 봉급, 급료; 

vt. …에게 봉급[급료]를 지불하다,… 에 보답하다

inconsequential [inkɑ̀nsikwe ́nʃəl] a. 하찮은, 이치에 맞지 않는

smokescreen n. 연막, 위장, 변장 

The Ninth Tuesday-We Talk About L ove Goes On

rust [rʌst] n.(금속의) 녹, 녹슮; (마음속에 쌓인) ‘때’,나쁜 버릇

stagnate [stǽgneit]
vi. (액체가) 흐르지 않다; 썩다; (일, 사람, 생활 등이); 

   침체[정체]하다

obsessed [əbse ́s] vt. <망상이> 사로잡다, <귀신이> 붙다; 

vi.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catheter  [kǽɵitər] n. [의학]카케터, 도뇨관

spine [spain] n. 등뼈, 척추 

bug [bʌg]
vt. (식물에서) 벌레를 없애다; 귀찮게 굴다, 괴롭히다; 

vi. (놀라서 눈이) 불거지다

compromise [kɑ́(ɔ́)mprəmaiz] n. 타협, 화해, 양보; v. 화해하다, 양보하다

glob [glɑb] n. (액체의) 작은 방울, 한 방울; 덩어리, 반고체의 구슬

fatigue [fətíːg] n. 피로, 피곤; vt. 피곤하게 하다, 약화시키다

quilt [kwilt] n. (솜·털·깃털 따위를 둔) 누비이불; 누비 침대 커버

stitch [stitʃ] n. 한 바늘, 한 땀, 한 코; v. 꿰매다

intimate  [íntimit] a. 친밀한, 친한; vt. 암시하다, 넌지시 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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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le  [grʌ́mbl] v. 불평하다, 툴툴대다

scoff [skɔːf] v.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glaze [gleiz]

vt. (창 따위에)판유리를 끼우다, 유리창을 달다; 유약을 칠하다, 시럽 따위를 바르

다; 

n. 유약, 잿물, 덧칠

morgue [mɔːrg] n.시체 보관소; 음침한 장소; 자료집, 자료실, 조사부; 편집부[실]

ruddy [rʌ́di] a. 붉은, 불그스름한; [영국속어] 싫은, 괘씸한

complexion [kəmple ́kʃən] n. 안색, 혈색; 관점, 견지, 태도

tuck [tʌk]
① vi. 밀어 넣다, 쑤셔 넣다; 덮다, 감싸다; 

② n. (옷의) 단, 접어 넣은 단

accost [əkɔ́(ː)st] vt.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다; (거지·매춘부가) 말을 걸다

collapse [kəlæ ́ps] vi. 무너지다, 붕괴하다; n. 붕괴, 와해

engender [endʒe ́ndər] vt. (감정 등을) 생기게 하다, 발생케 하다

replenish [riple ́niʃ] vt. 보충하다, 공급하다, 채우다

The Tenth Tuesday-We Talk About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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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dder [ʃʌ́dəːr] vi. 떨다, 몸서리치다

intuitive  [intju ́ːitiv] a. 직관에 의한, 직관적인

flirt [fləːrt] vi. 장난삼아 연애하다, 불장난하다; 장난삼아 해보다

zip [zip] v. 지퍼로 잠그다[열다]

endure [indju ́ər] v. 견디다, 인내하다, 지탱하다

puree [pjure ́i] n. 퓨레 (채소와 고기를 데쳐서 거른 것으로 수프 등을 만듦), 

vt. 퓨레를 만들다

crescent [kre ́sənt] n. 초승달, 초승달 모양(의 것); a. 초승달 모양의

alligator  [ǽlige ̀itər] n. 악어

groom [gru(ː)m] vt. (말을) 돌보다; (주로 과거분사로) 몸차림하다; 다듬다 

accommodate [əkɑ́(ɔ́)mədeit] vt.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sniff [snif] v. 코를 킁킁거리다; 콧방귀를 뀌며 말하다

Book of Job n. 욥기 ( 기독교 구약 성경의 한 권) 

The Eleventh Tuesday-We Talk About Our Culture

solidify [səlídəfa ̀i] vt. 응고[응결, 결정]시키다, 굳히다; 

vi. 굳어지다, 단결하다

alabaster [ǽləbæ ̀stər] n. 설화 석고 (석고의 한 종류) 

within earshot idiom. 들리는 곳에

calisthenic [kæ ̀ləsɵe ́nik] a. 미용 체조의 

clump [klʌmp] n. 수풀, (관목의) 덤불

pound [paund]

① n. 파운드(무게의 단위); 

② v. 마구 치다, 세게 두드리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③ n. 울타리, 우리, 동물 수용소

jackhammer [dʒæ ́khæ ̀mər] n. 수동 착암기

squeamish [skwíːmiʃ] 
a. 까다로운, 신경질의; 토하기 잘하는; 

  (별 것도 아닌 일에도) 충격을 받는 

thimble [ɵímb-əl] n. 골무

innately [ine ́itli] ad.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verdict [və́ːrdikt] n. 판단, 의견, 결정

prosecutor [prɑ́səkju ̀ːtər] n. 검찰관, 수행[실행]하는 사람

shriek [ʃriːk]
n. 날카로운 소리, 비명. v.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비명을 지르다, 비명을 지르며 말하다

hail [heil]
① n. 싸락눈, 우박; vi. 우박이 내리다; 

② vt. 환호하며 맞이하다, 환영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momentous [moume ́ntəs] a. 중대한, 중요한 

ruffle [rʌ́f-əl] vt. 구기다, 주름지게 하다; 뒤흔들다, 헝클어뜨리다; 교란하다

The Audiovisual, Part Three

tenor [te ́nəːr] n. (인생의) 방침, 방향

stoic [sto ́uik]
a. 스토아학파의; 냉정한, 극기의, 금욕의; 

n.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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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hievously [místʃivəsli] ad. 장난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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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other day idiom 하루 걸러서

list [list] vi. 기울다, 비스듬해지다; vt. 기울이다; n. 기울기, 경사

miniseries [mínəsìəriːz] n. (TV) 미니시리즈 

condemned [kənde ́md] a. 비난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형수의

compassionate [kəmpǽʃənit] a. 인정 많은,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The Twelfth Tuesday-We Talk About Forgiveness

callus [kǽləs] n. 굳은 살, 피부 경결(硬結)

wiggle [wíg-əl]
vt. (구어) (몸 등을)뒤흔들다, 흔들다; 

vi.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vengeance [ve ́ndʒəns] n. 복수, 앙갚음, 복수심

stubbornness [stʌ́bəːrnis] n. 완고, 완강

vanity [vǽniti] n. 무상함, 허무; 허영심

patriarch [pe ́itriɑ̀ːrk] n. 가장, 족장

estranged [ìstre ́indʒd] a. 소원해진, 사이가 틀어진

whimsical [hwímzik-əl] a. 마음이 잘 변하는, 변덕스러운; 별난, 묘한;   ㉺∼ly  ―ad

reconcile [re ́kənsail] vt. 화해시키다, 조정하다, 중재하다, 일치시키다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cherish [tʃe ́riʃ] vt. 소중히 하다, (마음에) 품다

knead [niːd] vt. 반죽하다; 주무르다, 안마하다

The Thirteenth Tuesday-We Talk About The Perfect Day 

cremate  [kríːmeit] vt. 불태워 재로 만들다, 소각하다; 화장하다

cremation [krime ́iʃən] n. 화장, 소각

chute [ʃuːt] n. 비탈진 도랑, 자동 활송 장치

braced for … 에 대비하다

spell [spel] vt. 철자를 말하다; n. 주문(呪文); 한동안, 계속, 한차례

dizzy [dízi] a. 현기증 나는, 아찔한

ledge [ledʒ] n. (벽에서 돌출한) 선반; 쑥 내민 곳, 바위 턱

hullabaloo [hʌ́ləbəlu ̀ː] n. 왁자지껄, 떠들 썩, 큰 소란

nurture [nə́ːrtʃəːr] vt. 양육하다, 기르다; n. 양육,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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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y [rɑ́ːspi] a. 안달 나게 하는; 신경질적인, 성 잘 내는; 삐걱거리는.

dismiss [dismís] v. 해산하다, 내쫓다

romp [rɑmp/rɔmp] n. 떠들며 뛰어놀기, 활발한 장난; v. 떠들썩하게 뛰놀다

exotic [igzɑ́(ɔ́)tik] a. 외래의, 외국의, 이국풍의

shiver [ʃívəːr] v. (추위, 흥분 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n. 떨림, 전율

puffed [pʌft] a. 부푼, 임신한, 우쭐한, 자만하는

grim [grim] a. 엄한, 엄격한; 험상스러운 무서운

The Fourteenth Tuesday-We Say Good-Bye

facade [fəsɑ́ːd] n. (건물의) 정면(front); (사물의) 겉, 외관 

pachysandra [pæ̀kisǽndrə] n. [식물] 파키산드라속(屬)의 상록 관목

shrub [ʃrʌb] n. 키 작은 나무, 관목

buoyant [bɔ́iənt] a. 부력이 있는, 탄력이 있는

muster [mʌ́stəːr] v. 모으다, 소집하다

ointment [ɔ́intmənt] n. [약학] 연고, 고약(膏藥)

ribcage n. [해부] 흉곽

tear duct n. [해부] 누관(淚管)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fleeting  [flíːtiŋ] 
a. (시간, 인생 등이) 어느덧 지나가는; 잠깐 동안의, 

  덧없는

Graduation

Conclusion 

lure [luːər(ljuər)] vt. 유혹하다, 유인해내다' n. 매력, 매혹, 유혹물

sprawl [sprɔːl] vi. 손발을 뻗다, (큰 대자로) 쭉 펴고 드러눕다

diarrhea [dàiəríːə] n. 설사 

tush [tʌʃ] n. (말의) 송곳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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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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