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피드� 리딩� 카페�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수정� 및� 재배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어�원서� <Tuesdays� with� Morrie>� 단어장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1021071

▲� 원서� 바로가기� (클릭)� ▲

 영어� 원서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 � � 이를� 활용하면� 원서를� 더욱� 쉽게� 읽고,� 어휘력을� 탄탄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 원본� 출처� :� 스피드� 리딩� 카페� 단어장� 게시판� (http://cafe.naver.com/readingtc/19413)

� � � � 이� 단어장은�대한민국�최저가�인터넷�서점� 『인터파크�외국도서』와의� 제휴를� 통해� 재배포� 되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원서� 읽기� 동호회� 스피드� 리딩� 카페를� 방문해보세요!

이미� 수만� 명의� Reader들이� 함께� 모여� 영어�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adingtc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mutitude 다수의
thesis 논문, 명제

shed (잎) 떨어지다, 발산하다
pose (a qustion) (문제를)내다
now and then 때때로
in lieu[place] of ~의 대신에
take place 개최되다
lawn 잔디
whisk (휙)사라지다, 털다
tuft (머리등의)숱, 덤불
crook 구부러진, 구부리다
awkward 어색한
stay in touch (연락을)지속하다

blissful 더없이 행복한
drip 뚝뚝 떨어지다, 흠뻑 젖다
back and forth 앞뒤로
commandeer 제멋대로쓰다, 징집하다
applaud 박수갈채하다
labor 괴롭히다; 고생하다; 일하다
inexplicably 설명할수없는, 어떤이유에서인지
startle 깜짝놀라게하다
weary 피곤한
terminal 끝의, 말기의
biopsy 생체조직검사
brutal 잔인한, 사나운
affair 사건, 일
run  through (생각이)떠오르다
hobble 절름거리다
imprison 가두다, 투옥하다
profound 깊은, 심오한
wither 시들다
limp 무기력한
husk 껍데기
blink 깜박이다
cluck 혀를 차다
narrate 이야기하다
demise 사망, 소멸
entertain 대접하다
stream 흐름, 추세
intent 의지; 열중한

The Curriculum (커리큘럼, 교육과정)

The Syllabus (강의 요강)

Acknowledgment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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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te 공물, 찬사(를 보내다)
heartfelt 진심어린
rousing 감동시키는, 활발한
treat 대우하다, 다루다

sour 싫증나게하다; 신
classified 분류광고
harden 딱딱해지다, 무감각해지다
strut 뽐내다, 거들먹거리다
tease 희롱하다, 괴롭히다
pancreatic 췌장의
grit 이를갈다
bloat 부풀게하다
double (고통, 슬픔) 몸을 구부리게 하다
moan 신음,불평(하다)
drain 하수구
pace 속도; 걸음
avert 돌리다, 비키다
tell to 분부하다, 명하다
bounce (around) 전전하다
absence 부재
crank 시동을 돌리다
courtship 구애
insatiable 탐욕스러운
spout 청산유수로말하다; 분출하다
soak 적시다, 빨아들이다; 이해하다(up)
hypocritical 위선적인
squeeze 짜내다
constant 일정한, 불변의

pull up (차를) 멈추다
take with 마음을 끌다
jot 대강적어두다; 메모
discard 버리다, 해고하다
involve 연루시키다, 몰두시키다
aphorism 격언
fellow 동업자
clamor 떠들썩함
interrupt 가로막다. 저지하다
usher 안내하다
peer 응시하다
shrug 으쓱하다
study 눈여겨보다
burst 갑자기 ~하다
be not about to ~할 생각이 없다
dignity 존엄, 위풍
withdraw 물러나다
powder 분`칠하다
composure 침착,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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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 일으키다, 권유하다
mourn 슬퍼하다
bitter 쓰라린, 슬픈
humility 겸손
dread 무서워하다
so far 지금까지는
insidious 모르는사이에 진행되는(잠행성의)
decay 쇠퇴, 쇠약
numb 망연자실케하다
authority 권위
seemingly 겉으로는
fumble 더듬다, 만지작거리다
cut 헤치며 나아가다
double take (놀라서) 다시보다

jump 왔다갔다하다
catch a glimpse of 흘끔보다
flank ~의 측면에 서다
gaount 수척한
emerge 나타나다
embrace 받아들이다, 포옹하다
at sight 보자마자
be willing to 기꺼이 ~하는
swallow 삼키다, 받아들이다
fool 속이다
medication 약물치료
pronounced 명백한, 두드러진
fuss 안달복달하다
stout 살찐
harsh 거친, 가혹한
gather up 움츠리다
sag 처지다, 느슨해지다
seek 찾다, 추구하다
enroll 등록시키다, 이름을 올리다
substitute 대신하다
deferment 미룸, 연기(징병유예)
slob 굼벵이
crack up 질리다

orbit 궤도, 행로
circle back 되돌아오다
get up and go 서두르다, 척척움직이다
wrap up 열중하다, 싸이다
beneath ~의 바로밑에
squirm 몸부림치다
put down 내려놓다
grapple 격투하다
gingerly 몹시 조심스러운
finely 곱게

The Orientation

The Classroom



dab 쓱 바르기
slide 미끄러지다
inspirational 영감을주는
spot 점
pathetic 애처로운, 감동적인
presence 존재, 출석; 근접
serene 고요한, 차분한
haunt (생각이)떠나지않다, 자주 나타나다
wobble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gasp 헐떡거림
tap 톡톡 두드리다
boo 야유하다
leftover 나머지의
cue up 줄서서기다리다
wee 조그마한(이른)
feature 대서특필하다
row 싸우다
scoop 특종기사; 퍼올리다
devour 열중하다, 싸이다
lament 슬퍼하다
diminish 줄이다
contagious 전염성의
thou you의 고어(단수)
defer 미루다; 경의를표하다
footnote 각주
opposite 정반대의
be bound to ~해야한다
take~for grant ~을 당연히 여기다

distraction 기분전환, 정신이 흩어짐
surrender 넘겨주다, 항복하다
load 작업량
keep up with 접촉을 유지하다
abnormal 비정상의
cocoon 고치, 보호막
clown 광대
mutter 중얼거리다
jolt (기억)갑자기 되살리다
cubicle 칸막이방
knock over 때려눕히다
sweep 스쳐지나가다
strap 끈으로 매다
chant 부르다, 찬송하다
nothing but[except] ~에 불과한
pit 싸움을 붙이다
plead 변호하다
hang up 전화를끊다
somehow 어쩐지; 어떻게든지
sophomore 대학교 2학년생
ramble 두서없이 말하다

Taking Attendance



alienation 멀리함; (관계의)소원
excuse 변명

otherwise 다른 방법으로
wicker 고리버들세공의
atrophy 쇠약해지다
sprinkle 흩뿌리다
contribute 기부, 기고하다
unique 유일한
dwindle 점차 감소하다
reflexive 반사성의
anguish 고뇌
bother to do[-ing] 일부러~하다
grieve 슬퍼하다
equalizer 평형장치
loosen up 마음을 편히 갖다
honk 휑, 힝(코푸는소리)
deserve ~할 만 하다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stubble 그루터기, 수염
eventually 드디어, 결국
hum 콧노래를 부르다
shrine 성물함, 성지, 성묘
all along 내내, 처음부터
giggle 킥킥웃다
nasal 콧소리의
agitate 심하게 움직이다, 동요시키다

cnofrontation 직면, 대립
in light of ~로 미루어보아
nasty 더러운, 험악한
feel like -ing ~하고싶다
bellow 고함지르다
recline 기대다, 기대게하다
foam 거품
refer 부탁하다
wilt 시들다
compassion 동정심
figure 판단하다, 이해하다(out)
show off 자랑하다, 돋보이게하다
upcoming 이번에, 곧 나올
armpit 겨드랑이
shrivel 주름지게하다
rely on 의지하다, 신뢰하다
leaf through 대충 훓어보다
bebriend 돌봐주다, 친구가되다
trial 재판
hoist 들쳐메다, 올리다
damp 축축한

The First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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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go 놓아주다
flinch 움찔하다
assign 지정하다, 할당하다
yank 확 잡아당기다
assimnilate 동화시키다
bulky 부피가 큰, 거추장스러운
commercials 광고

intrusive 침입하는, 주제넘게나서는
supposedly 아마, 필경
mystical 신비적인
imminent 긴급한, 절박한
consume (with) 마음을 빼앗다
foreign 관계없는
take away from 효과를 줄이다
clarity 명료
wag 흔들다
dangle 매달다
what if ~라면 어찌될까
ambibalence 감정의 교차, 동요
desperate 절망적인, 필사적인
keel over 졸도하다
snatch 움켜쥐다, 낚아채다
halfway 도중의, 중간의
egotistical 자기중심의
carry away 가지고 가버리다
session 기간, 회의
consultation 상담
simplicity 순박함, 검소함
locomotive 기관차
credit 명예, 신용, 학점
neatly 산뜻하게, 깨끗이
bind 묶다
settle on 결정하다
muse 깊이 생각하다, 명상하다
snicker 킥킥웃다
momentarily 잠시, 순간
ritualistic 의식주의의

reception 반응, 평판
break down 압도하다
downhill 내리막의
deceive 속이다
perch 놓다, 앉히다
blow 타격, 불행

tenement 공동주택
wail 소리내어 울다

The Audiovisual, Par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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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tery aywl
frail dirgks
cramped 비좁은, 답답한
porch 현관
communal 공용의
greenery 푸른잎, 나무
polio 소아마비
brace 버팀대; 분발시키다, 각오케하다
sway 흔들리다
synagogue 유대인 교회
hawk 행상하다, 팔다
saving 구조하는, 구제하는
glow 홍조, 기쁨
murky 음울한
rollaway 바퀴달린
tuck (이불을) 덮어주다
nothing less than 적어도 ~이상은
antidote 해독제, 대책
exploit 착취하다
make off 헛되이쓰다(with)
rule out 제외하다, 불가능하게 하다
default 기권

scrabble 갈겨쓰다
filth 오물, 쓰레기
chum (스크류가) 세차게 돌아가다
pelt 모피, 가죽옷
march 당당히 걷다
vow 맹세, 서약
gear up 준비를 갖추다
solidarity 단결, 공동일치
clamp on 죄다, 고정시키다
nostil 콧구멍
leech 거머리
kid 조롱하다
agnostic 불가지론의
mutt 잡종개
transcend 초월하다, 능가하다
exuberance 원기왕성함, 풍부함
strip away 벗기다
quiver (가늘게)떨리다
temple 관자놀이
pane 창유리
deficiency 부족, 부족함
dictate 받아쓰게하다
drape 예쁘게 걸치다
compliment 칭찬
assessment 판단, 평가
prophet 예언자, 선지자
stillborn 사산한; 처음부터 이루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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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 소름끼치는, 불쾌한
imitation 모방
bounce off 되튀다, 되돌아오다

consecutive 연속적인, 잇따른
teem (with) 많이있다
deal with 다루다
lavaliere 마이크로폰
lapel 옷깃
flop 툭 던지다, 쾅 떨어지다
smack 입맛을 다시다
mull (over) 곰곰이 생각하다
secure 안전한
supremely 최고로
perish 소멸하다
go through 견디다, 거치다
admit 인정하다
crouch 쭈그리다, 웅크리다
squint 곁눈질하다
pamper ~에게 실컷 먹이다, 하고싶은대로 하게하다
inwardly 내부로, 마음속으로
adore 매우 좋아하다, 숭배하다
reenact 재현하다; 다시 제정하다
practically 실제적으로, 사실상
ingest 받아들이다, 섭취하다
obedient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untimely 시기상조의, 때가아닌
feverish 열광적인
executioner 집행인
condemn 유죄판결을내리다
remission 차도, 진정; 경감
keep[hold] ~ at bay 저지하다, 접근시키지 않다
rip 맹렬히 비난하다
fuel (감정을) 자극하다
sensible 느낄수있는, 분별있는
responsive 감응하기쉬운
drift apart 소원해지다, 멀어지다
all along 죽, 내내, 처음부터
rumble 덜커덕거리며 가다
steer 조종하다
tingle 따끔거림, 쑤심
thud 턱 떨어지다
slap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다

laurel 월계관
gutter 물받이
lid 뚜껑, 모자
lilt 경쾌하게 노래하다
squash 으깨진것,

The Fifth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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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aside 제쳐놓다; 따로 남겨놓다
sense of purpose 목적의식
faraway 먼(옛날의)
phlegm 점액, 담
tramp 쿵쿵거리며 걷다
laxative 대변을 나오게하는
reminder 생각나게하는 것
sure 요동
exertion 분발; 심한활동
cling to 매달리다, 집착하다
impermanent 일시적인
penetrate 관통하다; 깊이 감동시키다
vulnerability 약점, 비난받기 쉬움
entail 수반하다, 필요로하다
shiver 와들와들 떨다
to the point 적절한, 요령있는
faucet (수도등의)꼭지
pull on 옷을 입다
congestion 혼잡; 충혈
gag 웩웩거리다(on)
hack 마른 기침을 몹시하다
possessed 침착한, 냉정한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wad 다량
perspiration 땀
scalp 머릿가죽
reincarnation 환생

deceptively 거짓으로
plow 헤치고 나가다
grant 보조금
soil 더럽히다
intravenously 정맥(내)으로
face down 얼굴을 숙이고
sadden 슬프게하다
alongside 나란히
track (down) 추적하다
well-off 부유한
contentment 만족
radical 근본적인; 급진적인
fieldwork 야외연구
levitate 공중에 뜨다
take over 점거하다
standoff 고립, 쌀쌀함
crawl 기다, 포복하다
diffuse 확산시키다
naïve 천진난만한, 소박한
belly 배
feminine 여성의
slide into 슬그머니 넣다

The Professor, Part Two



typic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inclination 경향
brow 이마
revel 한껏 즐기다
rock 흔들어 달래다
strike 쓰다듬다
yearn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sultry 관능적인; 무더운
snuggle 다가붙다, 끌어안다
oblivion 망각
strife 투쟁
inadequacy 부적당, 불충분
anyhow 어떻게든
prop 버티다, 지지하다
keep from -ing ~못하게하다
succumb 굴복하다
jeoparadize ~을 위태롭게하다

disillusion 각성
magnificent 장대한, 웅대한
brainwash 세뇌하다
fog 어쩔줄모르게하다
perspective 관점, 시각
gobble (up) 게걸스레 먹다
comradeship 동료관계
clutter 어질러놓다
drastically 격렬하게, 과감하게
rail (against) 불평을 늘어놓다
inconsequential 불합리한

tend 돌보다, 간호하다
spine 척주
deposit 놓다, 두다
glob 작은방울
quilt (천을 기운)퀼트
intimate 친밀한, 밀접한, 마음속의
grumble 불평하다
scoff 비웃다
snap back 급속히 회복하다
attention 주의, 배려; 친절
crinkle 주름잡히다
morgue 시체보관소
ruddy 혈색이 좋은, 건강한
complexion 안색
accost (낮선이에게) 말을걸다
collapse 실신하다
scold 꾸짖다

The Ninth Tuesday

The Seventh Tuesday

The Eighth Tuesday



mold (인격을) 형성하다
suck ~ out of… ...에서 ~을 짜내다
engender 야기시키다
bring forth 생기다; 낳다
replenish 다시 채우다

intuitive 직관적인
flirt 시시덕거리다
reserve 예비, 비축
spin-spun-span 돌리다
bran 겨
toss 버무리다
puree 퓌레(진한수프)
sloppy 묽은, 질척거리는
crescent 초승달
compromise 타협, 양보; 화해
alike 서로 같은, 마찬가지의
overdo 지나치게하다

flush (against) 정면으로, 바로
solidify 응고시키다, 단결시키다
alabaster 눈처럼 흰
earshot 부르면 들리는곳
calisthenics 미용체조법
self-counscious 자의식이 강한
loosen 누그러트리다, 느슨하게하다
stray 이따금 나타나는
inherent 본래의, 타고난
threaten 위협하다
squeamish 까다로운, 신경질적인
fluid 유체
thimble 골무
subculture 하위문화; 2차배양
innately 선천적으로
end up 끝나다; 결국 -되다
verdict 평결
prosecutor 기소자
shriek 날카로운소리
comentator 평론자, 해설자
hail 큰소리로 부르다
momentous 중대한
ruffle 물결치게하다

tenor 방침, 진로, 취지
farewell 고별사
stoic 자제심이 강한
mischievous 장난기가 있는
coax 달콤한말로 얻어내다, 달래다

The Tenth Tuesday

The Eleventh Tuesday

The Audiovisual, Part Three



bat 눈을 깜박거리다
admirable 칭찬할만한, 감탄할만한
list 기울다
hang on 붙잡고 늘어지다
bargain (with) 흥정하다

calluse 굳은살
curl 곱슬거리는
wiggle 살래살래 흔들다
vengeance 복수
stubborn 완고한, 완강한
vanity 덧없음, 무상함
patriarch 가장, 족장
estrange 멀리하다, 이간하다
bust 흉상
cast 주조하다
whimsical 별난
reconcile 화해시키다
shrug off 무시하다
beat up 꾸짖다, 마구때리다
audible 들을수있는
chrish 소중히 여기다
splatter 튀기다, 철벅거리다
firm 견고한, 고정된
knead 안마하다, 주무르다

cremate (소각)화장하다
conduct 집행하다
overcook 지나치게 익히다
mere 단순한, 단지
chute 활강로
spell 발작
ledge 선반
hullabaloo 왁자지껄
payoff 결말, 결과
raspy 삐걱거리는
passage 경과; 논쟁, 토론
dismiss 잊어버리다
appreciate 진가를 인정하다; 고맙게여기다
in terms of ~에 의해
romp 떠들며 뛰어놀다
carry on 계속하다
puff 부풀어오르다
atop 정상에
stain 더럽히다
nogotiate 협상하다

façade 외관, 정면

The Twelfth Tuesday

The Thirteenth Tuesday

The Fourteenth Tuesday



shrub 관목
observant 주의깊은, 예리한
buoyant 위로 잘 뜨는; 쾌활한
alley 뒷골목
hesitant 머뭇거리는
anew 다시, 새로
muster 소집하다, 모으다
manner 방법, 태도
ointment 연고
pat 두드리다
duct 도관
pull away 나아가다
fleet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다

lap 찰싹찰싹치다
per ~에 의하면, 따라서

sprawl 손발을 쭉펴고 눕다(大자로)
punctuate 구두점을 찍다
pooly 서투르게
sign off 편지를 끝내다
tush 쳇(의성어)
polish 닦다, 깨끗이하다
syndicate 기업연합
charitable 자비로운
privilege 특권

The Conclosion

The Graduation



� 정식� 출간된�영어�원서별�단어장,� 「원서�읽는�단어장�시리즈」를�만나보세요!

 
▶�책�보러�가기� (클릭)� ◀

「원서�읽는�단어장」� 시리즈는...
영어원서�독자들이�보다�쉽고�재미있게�원서를�읽을�수�있도록� 도와주는,�원서�읽기의�최고의�친구입니다!

▶�원서에�나온�어휘들�완벽�정리! ▶� Comprehension� Quiz와� 다양한� Activity!

�원서�읽는�단어장�수익금의�일부는�불우한�환경의�어린이들에게�영어�도서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월드비전�가정�개발�사업에�기부)

http://book.interpark.com/display/collectlist.do?_method=ListSeriesBook&sc.seriesNo=8808&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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