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Dear Mr. Henshaw  영어 원서 단어장 

 Dear Mr. Henshaw

- 동화 작가 ‘헨쇼’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한  초등학교 6학년 ‘리 보츠’의 따뜻한 성장기!  

- 1984년 뉴베리 상 수상작! 

- 총 18145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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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2
diorama [dàiəræ ́mə] n. 디오라마, 투시화; 축소 세트

leash [liːʃ] n. 가죽 끈, 사슬; 속박; 통제; (개·토끼 따위의 한데 매인) 세 마리; 

셋이 한 조

beard [biərd] n. 턱수염

enclosure [enklo ́uʒər] n. 울을 함, 봉입(물); 동봉한 것

moose [muːs] n. 큰사슴

mincemeat [mínsmìːt]
n. 민스미트(다진 고기에 잘게 썬 사과·건포도·기름·향료 등을 섞은 것; 

  파이 속에 넣음).

raisin [re ́iz-ən] n. 건포도

yuck (미·속어) 왝, 윽, 악 ( 구토, 혐오 심한 불쾌함을 나타냄)

improve [impru ́ːv] v. 개선하다, 진보하다, 좋아지다

silly [síli] a. 어리석은

goat [gout] n. 염소

argument [ɑ́ːrgjəmənt] n. 논의, 말다툼, 언쟁

duplicate [dju ́ːpləkit] a. 이중의, 중복의, 한 쌍의; 복사의; 두 배의.

mowing [mo ́uiŋ] n. 풀베기; (풀·곡식의) 한번 베어들인 양

lawn [lɔːn] n. 잔디, 잔디밭

shovel [ʃʌ́v-əl] vt. 삽으로 파다; 많이 넣다; n. 삽, 부삽

dumb [dʌm] a. 벙어리의, 말을 못하는, 말을 하지 않는

get around  
idiom. 잘 피하다, 극복하다, 돌아다니다, ~을 설복하다, 

  아첨하다

nag [næg]
v. 잔소리하여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cf. nagging a.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comic strip  n. (신문, 잡지의) 연재만화

divorce [divɔ́ːrs] n. 이혼, 별거, 분리, 절연 ; vt. 이혼하다(시키다)

cab-over 운전석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끌다, 끌어당기다; 운반하다, 끌어내다, 연행하다; n. 견인, 운반, 수

송

beet [biːt] n. [식물] 사탕무

rig [rig] n. 장비, 장치; 용구 한 벌; 기계

practically [præ ́ktikəli] ad.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실상

bunk [bʌŋk] n. 도망; do a bunk 도망가다, 꺼지다, 사라지다

hitch up idiom. 휙 끌어올리다; [말 따위]를 수레에 매다  

poop [puːp] vt. 숨을 헐떡이게 하다, 몹시 지치게 하다.

cater [ke ́itər] v. 음식물을 조달[장만]하다, 만족을 주다

potluck [pɑ́tlʌ̀k] n. 있는 것으로만 장만한 요리.

strudel [stru ́ːdl] n. 과일·치즈 따위를 반죽한 밀가루로 얇게 싸서 화덕에 구운 과자

refinery [rifa ́inəri] n. 정련[정제]소; 정련 장치[기구]

cottage [kɑ́(ɔ́)tidʒ] n. 오두막집, 시골집

duplex [dju ́ːpleks] a. 중복의, 이중의, 두 배의, 이연식(二連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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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ift [Ɵrift] n. 검약, 검소

p23~42 
bandanna [bændæ ́nə] n. 홀치기 염색한 대형 손수건[스카프] 

feedlot [fíːdlɑ̀t] n. (가축의) 사육장.

cramp [kræmp] vt. 속박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n. 꺾쇠, 죔쇠



                                                             

poop [puːp] vt .숨을 헐떡이게 하다, 몹시 지치게 하다.

hang in idiom. 버티다, 견디다

cautious [kɔ́ːʃəs] a. 조심성 있는, 신중한 (부사형: cautiously 조심스럽게)

stick up idiom. 튀어 나와 있다; 내밀다; 손들게 하다, 흉기로 위협하다; 강탈하다

custodian  [kʌsto ́udiən] n. 관리인, 보관자; 수위

whooping it up  idiom.와 하고 떠들어대다; 무턱대고 칭찬하다, 인기를 부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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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pect [səspe ́kt] v. 의심하다, 혐의를 두다

runny [rʌ́ni] a. 흐르는 경향이 있는, 액체 비슷한, 점액을 잘 분비하는

nose [nouz] n. 코, 후각

fussy [fʌ́si] a. 떠들기 좋아하는; 성가신, 까다로운

shrubbery  [ʃrʌ́bi] a. 관목의; 관목 같은; 관목이 무성한

hail [heil] n. 우박, 싸락눈; v. 우박이 내리다 

pull up idiom. 빼다, 뽑다; 근절하다; 세우다; 멈추다; 제지하다

rig [rig] (구어) 자동차, 버스, 트럭….

reefer [ríːfəːr] n. 냉장고, 냉동 트럭, 냉동선.

barrel [bǽrəl] n. 통; 한 통의 분량, 1배럴

off-ramp [ɔ́ːfræ̀mp] n. 출구로

crummy [krʌ́mi] a. 초라한, 값싼, 지저분한

fooey [fu ́ːi] int. 피, 체, 흥(거절·경멸·혐오 등을 나타내는 소리)

haul [hɔ́ːl] vt. 세게 잡아당기다, 운반하다 

refinery [rifáinəri] n. 정제(정련)소

stuff [stʌf] n. 물질, 성분, 재료; 본질, 특성; vt. …에 채우다

squirt [skwəːrt] v. 분출하다, 뿜어 나오다; (구어) n. 건방진 벼락부자, 잘난 체하는 젊은이

partition [pɑːrtíʃən] n. 분할, 분배, 구분; 한 구획

halyard [hæ ́ljərd] n. 마룻줄(돛·기 따위를 올리고 내림)

nuisance[nju ́ːsns] n. 방해물, 폐, 성가신 것

I am stuck.  생각을 떨칠 수 없다

mushroom [mʌ́ʃru(ː)m] n. 버섯; 양송이

complain[kəmple ́in] v. 불평하다, 하소연하다, (고통을)호소하다

snitch [snitʃ] n. 통보자, 밀고자

sneak [sniːk] v.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made-up  a. 만들어 낸, 날조한, 완성된, 결심한, 화장한

fictitious [fiktíʃəs] a.허위의, 허구의, 가짜의

foil [fɔil] ① 박(箔), 금속 박편, 포일;

② (상대방·계략 등을) 좌절시키다, 뒤엎다, 저지하다
dodge [dɑdʒ] v. 홱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n. 살짝 몸을 피하기; 속임수, 발뺌

mince pie  n. 민스파이 (민스미트를 넣은 파이)

squash [skwɑʃ] v. 짓누르다, 으깨다, 납작하게 만들다; n. 와싹, 철썩, 으스러져 흐물흐물한 것; 

과즙 음료

toad [toud] n. 두꺼비; 징그러운 놈, 경멸할 인물, 어리석은 녀석

blue [bluː] a. 우울한, 비관적인; 창백한; 푸른 

unluckee unlucky 와 같은 의미

damp [dæmp] a. 축축한

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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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nut [tʃe ́snʌ̀t] n. 밤, 밤나무

fictitious [fiktíʃəs] a. 허위의, 허구의, 가짜의

pseud [suːd] a. 거짓의, 가짜의, ┅인 체한.

broil [brɔil] vt. (고기 따위를) 불에 굽다, 쬐다; 

  (해 따위가) 쨍쨍 내리쬐다

drool [druːl] vi. 침을 흘리다; n. 허튼 소리, 두서없는 말; (속어) 인기 없는 사람

retain [rite ́in] vt. 계속 유지하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spitty [spiti] 침이 튄, 침 뱉은 

gooey [gu ́ːi] a. 끈적끈적한, 들러붙는; n. 끈적거리는 것, 당밀

take after  idiom. ~을 닮다, ~을 흉내 내다, ~을 좇다

you'll trip over your lower lip  네 밑 입술에 걸려 넘어지겠다. 

trip over … 에 걸려 넘어지다, 나동그라지다 

burglar [bə́ːrgləər] n. (주거 침입) 강도, 빈집털이, 밤도둑, (미국속어) 사기꾼

pound [paund]

① n. 파운드(무게의 단위); 

② v. 마구 치다, 세게 두드리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③ n. 울타리, 우리, 동물 수용소

cub [kʌb] n. 새끼; 애송이, 젊은이

hibernate [ha ́ibərne ̀it] vi. 겨울을 지내다, 동면하다

mimeograph [mímiəgræ ̀f] n. 등사판; 등사 인쇄물.

nuisance[nju ́ːsns] n. 방해물, 폐, 성가신 것

p61~88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baggy [bǽgi] a. 자루 같은, 헐렁한, 불룩한

ulcer [ʌ́lsər] n. 궤양; 종기; 병폐, 도덕적 부패(의 근원)

alfalfa [ælfǽlfə] n. 자주개자리(식물 이름); 담배; 마리화나.

ruin [ru ́ːin] v.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gravy [gre ́ivi] n. 고기국물, 고기국물 소스

pea [piː] n. [식물] 완두(콩)

squirt [skwəːrt]
v. 분출하다, 뿜어 나오다; (구어) n. 건방진 벼락부자, 

  잘난 체하는 젊은이

scrub [skrʌb] v. 비벼서 씻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다

mildew [míldju ̀ː ] n. 곰팡이

cab [kæb] n. 택시; 승합 마차; 기관사실

strand [strænd] n. 꼰 줄, 꼰 밧줄

swear [swəːrv] v. 맹세하다, 선서하다; …라고 단언하다, 주장하다; … 에게 욕을 하다

flop [flɑp]
vt. 툭(털썩) 던지다, 탁 때리다; 

n. 툭 떨어뜨림(떨어지는 소리)

mildew [míldju ̀ː ] n. 곰팡이

blub [blʌb] vi. 엉엉 울다

celebrate [se ́libreit] vt. 축하하다, 경축하다

tavern [tæ ́vəːrn] n. 선술집; 여인숙

bum [bʌm] n. 부랑자, 게으름뱅이

carton [kɑ́ːrtən] n. 큰 상자, (운송용) 판지 상자

scoop up idiom. 퍼 올리다, 떠 올리다, 그러모으다, 크게 벌다

scoop [skuːp] vt. 푸다, 뜨다, 퍼 올리다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gulp [gʌlp] vt. 꿀꺽꿀꺽 마시다, 쭉 삼켜버리다

shove [ʃʌv] v.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antique [æntíːk] a. 골동[고미술](품)의; 구식의, 시대에 뒤진; 고대의; 고대풍의

grove [grouv] n. 작은 숲, 과수원

eucalyptus [ju ̀ːkəlíptəs] n. [식물] 유칼립투스, 유칼리(오스트레일리아 원산의 교목)

molest [məle ́st] vt. 괴롭히다; 성가시게 굴다; 간섭[방해]하다; 치근거리다.

monarch[mɑ́nərk] n. 군주, 주권자, 제왕; 왕에 비할 만한 사람, 최고 지배자, 왕자

quiver [kwívər] vi. 떨리다, 흔들리다

float off  떠다니다, 유영하다 

p89~102
villain [vílən] n. 악인, 악한

puddle [pʌ́dl] n. 웅덩이; 이긴 흙(진흙과 모래를 섞어 이긴 것)

thrift [Ɵrift] n. 검약, 검소

insulate [ínsəle ̀it] vt.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절연[단열, 방음]하다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wheeze [hwiːz] v. 씨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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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찰싹 때리다. 세게 치다

tear [tiəːr] ① n. 눈물 ② v. 찢다, 째다

clamp [klæmp] vt. (꺾쇠로) 고정시키다

thermos [ɵə́ːrməs] n. 보온병; 그 상표명

racket [ræ ́kit] n. 떠드는 소리, 큰 소리, 야단 법석; n. 라켓

muffle [mʌ́f-əl] vt. (따뜻하게 하거나 감추기 위해) 싸다, 감싸다; 약하게 하다, 어둡게 하다

tackle [tǽk-əl] vt. (일·문제 따위에) 달려들다, 달라붙다

loop [luːp] n. 고리; 고리 장식

trigger [trígəːr] n. (총의) 방아쇠; 계기, 자극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

prowl [praul] vi. 배회하다, (도둑 따위가) 동정을 살피다, 기웃거리다

p102~122

rig up
idiom. ~을 차려 입히다; ~을 정비하다; 

<나쁜 계획>을 생각해내다.

fool around  

embarrass [embǽrəs]
idiom. 빈둥거리며 세월을 보내다, 펀둥펀둥 지내다

v. 당혹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bother [bɑ́(ɔ́)ðər] vt.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vi. 걱정하다

prose [prouz] n. 산문

poetry [po ́uitri] n. 시, 시가, 운문

winery [wáinəri] n. 포도주 양조장.

steep grade  가파른 경사 

casserole [kæ ́səro ̀ul] n. 식탁에 올리는 뚜껑 있는 찜 냄비; 오지 냄비 요리; 고기·야채를 섞은 볶음

tortilla [tɔːrtíːjə] n. 납작하게 구운 옥수수 빵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n. 킥킥 웃음

snoop [snuːp] vi. (구어) 기웃거리며 다니다, 배회하다; 꼬치꼬치 캐묻다

scrub [skrʌb] v. 비벼서 씻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다

mildew [míldju ̀ː ] n. 곰팡이

disgust [disgʌ́st] n. 혐오, 싫증; vt. 불쾌하게 하다, 메스껍게 하다

pimple [pímpl] n. 여드름, 뾰루지



                                                             

permission [pəːrmíʃən] n. 허가, 허락, 승인

plump [plʌmp] a. 부푼, 풍만한, 살이 찐

lettuce [le ́tis] n. [식물] 상추, 양상추; (미국속어) 지폐, 현찰, 달러 지폐(greenbacks)

duck [dʌk] n. 오리; v. 물속으로 들어가다; 피하다, 회피하다

dodge [dɑdʒ] v. 홱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n. 살짝 몸을 피하기; 속임수, 발뺌

garbanzo  n. 병아리 콩 , 젖통

splendid [sple ́ndid] a. 화려한, 멋진

imitate [ímite ̀it] vt. 모방하다, 흉내 내다; 따르다, 본받다.

plunk down  idiom. 쿵 하고 놓다, (돈)을 지불하다

reject [ridʒe ́kt] vt. 거절하다, 사절하다, 퇴짜 놓다

scribble [skríb-əl] v. 갈겨쓰다

wick [wik] n. (양초·램프 따위의)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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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anna [bændæ ́nə] n. 홀치기 염색한 대형 손수건

weigh scale  무게를 달다

reefer [ríːfəːr] n. (대형) 냉장고, 냉동 트럭, 냉동선.

shabby [ʃǽbi] a. 초라한, 닳아 해진

duplex [dju ́ːpleks] a. 중복의, 이중의, 두 배의

tow [tou] vt. 끌다, 밧줄[사슬]로 끌다, 견인하다; 끌고 가다

fuss [fʌs] vi. 안달복달하다; (하찮은 일로) 소란케 하다; 

n. 공연한 소란, 안달함

fuss around  몸 달아 설치다, 야단법석하다, 안절부절못하다

rumple [rʌ́mp-əl] vt. 구기다; 헝클어뜨리다

whoop up idiom. ~을 부추기다; 입을 모아 칭찬하다

tavern [tæ ́vəːrn] n. 선술집, 여인숙 

snatch [snætʃ] v.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앗아가다; n. 잡아챔, 강탈

bunk [bʌŋk] n. 도망; do a bunk 도망가다, 꺼지다,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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