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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THE RIDDLE HOUSE

단어 뜻 단어 뜻

derelict 버려진 creepy 오싹하는

inhabitant 주민 embroider 과장하다, 수놓다

rouse 깨우다 summon 출두를 명하다

seethe 끓어오르다, 법석떨다 snobbish 속물

stiff leg 마비된 다리 sherry 백포도주

cuppa 한 잔의 차 creep up 몰래 다가가다

grunt 투덜투덜 불평하다 landlord 술집 주인

fervently 뜨겁게, 열심히 dingy 어두침침한

stubbornly 완강하게 odder 색다른, 이상야릇한; 특별한

stab (칼로)찌르다 strangles 단수취급」선역(腺疫) (말의 전염병). 

suffocate 질식사 시키다 bewilderment 당황, 어리둥절함

unmistakable 의심할 여지 없이 decency 품위,체면

disrepair fall into ∼ 황폐해지다. weed 잡초(잡초 뽑기), (도서관에서 헌 책)

suppress 진압하다, 억누르다 contend 싸우다, 경쟁하다

devotion 헌신, 전념 obsession 사로잡음, 강박관념

limp 절뚝거리다 croakily 목쉰 소리의, 음울한

torment 괴롭히다, 고문하다 flickering 깜박임, 명멸

rusty 녹슨 cavernous 동굴의, 동굴모양의

grope 손으로 더듬다 prick 귀를 쫑긋 세우다. 귀 기울이다

mullion 멀리온, 세로 중간틀, 문설주, 창살 muffle (소리를)지우다

intruder 침입자 intently 집중해서

timid 겁에 질린 sparse 드문드문한 털, 숱이 적은

milk 뱀의 독을 빼다 brow 이마, 눈썹

furrow 깊은 주름 moderately 적당하게, 알맞게

gnarled [nɑːrld] 울퉁불퉁한 vigorously 활발한, 강건한, 세게

meddler 오지랖 넓은 사람, 간섭자 lest -하지 않도록, 

obsess 들리다, 괴롭다, 사로잡혔다 menace 위협, 협박

tumbling 떨리는 protracted 오래 끈

squeakily 찍찍거리며 wearisome 피곤하게 하는, 싫증나는

revolt 혐오감, 불쾌, 반감 flinch 주춤하다, 꽁무니 빼다

shudder 떨다, 전율하다, 몸서리 치다 cowardice 겁, 소심, 비겁

clumsy 솜씨 없는, 서투른 sputter 빠른 말로 지껄이다.

incoherently 뒤죽박죽으로 wrath 분노

sullenness 부루퉁함, 찌무룩함, 음침함, 토라짐 waver 흔들리다, 동요하다

sulky 실쭉한, 뚱한 invaluable 매우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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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ily 부드럽게, 매끄럽게, 나긋나긋하게 mirthless 즐겁지 않은, 서글픈

remorse 후회, 양심의 가책 draw 숨을 쉬다

paralyze 마비시키다, 불수가 되게 하다 transfix 선 채로 꼼짝 못하게 하다

undulant 파도치는, 물결 모양의 flung fling (문을) 거칠게 열다

hearth 벽난로 travesty 모조품

threshold 문지방 spidery 가늘고 긴 

defiantly 도전적으로, 반항적으로, 대담하게 steadier 더 고정된, 더 확고한

inspiration 영감, 착상 whimper 흐느끼다

screwed up (얼굴을)찌뿌리다 crumple 쭈글쭈글하게 하다, 찌부러지다

CHAPTER 2 THE SCAR

scramble 기어가다, 기어오르다 spasm 경련, 발작

trickle 새어 나가다, 졸졸 흐르다 assorted 다채로운, 잡다한

bizarre 기괴한, 색다른 fang 뱀의 독아. 엄니

venomous 독 airborne 공중에 떠

knack 숙련된 기술, 교묘한 솜씨 lurking 숨어 있는, 잠복의

absurd 부조리한, 엉터리, 터무니없는 dry rot 쓰레기

confide (비밀 따위를)털어 놓다 laughable 우스운, 재미있는

dispose 죽이다 rebound 되돌아오다

disband 해산하다 disconcerting 당황케 하는, 혼란케 하는

fortnight 2주일간 shrill 날카로운, 높은

affliction 통증 ailments 병

symptom 증상, 증후 bemused 생각에 잠긴, 곤혹스러운

twinge 쑤시는 듯한 아픔. 자통 punctuate 중단시키다, 

inquiry 질문, 문의 knead 문지르다. 닦다

knuckle 손가락 관절 marvel 놀라운 일, 놀라다, 경탄하다

fiend 마귀, 악마 convict 유죄를 선언하고, 선고 받다

hippogriff 말+날개, flying horse flashy 번쩍이는, 섬광 같은, 화려한

smuggle 밀수입, 몰래 내가다 chuck 가볍게 치다, 휙 던지다

CHAPTER 3 THE INVITATION

grapefruit 자몽 purse 입을 오므리다

unsweetened 단맛이 없는, 달게 하지 않은 tremulous 겁 많은, 망설이며 동요하는,

glower 노려보다, 무서운 얼굴을 하다 skate over 경시하다, 무시하다

boisterous 몹시 사나운, 거친 accusation 비난, 고발, 고소

bully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wail 소리 내어 울다, 비탄하다

poundage 1파운드당 지불하는 금액, 우편요금 knickerbocker 무릎 아래에서 졸라매는 짧은 바지

nourishment 영양, 영양상태 tantrum 불끈하기, 울화

regime [reiʒíːm,]정권, 제도 fizzy 소다수, 탄산수

oblige 은혜를 베풀다, 소원을 들어주다 feeble 연약한, 가엾은



superb 훌륭한, 멋진 disapproval 안된다고 하기, 불찬성

grumpy 까다로운, 기분이 언짢은 sour 나쁜, 부도덕한

curtly 짧게, 퉁명스럽게 livid 납빛, 검푸른, 창백한, 격노한

remainder 잔여, 나머지 minute [mainjúːt] 자디잔, 미소한, 사소한

grit 이를 갈다, 악물다 touchy 성마른, 과민한

neutral 중립의, 중용의 distaste 혐오, 싫증, 염증

dumpy 땅딸막한 peruse 숙독, 정독하다

stab 찌르다 annoyance 불쾌감

scowl 찌뿌리다, 쏘아보다 outrage 침범, 능욕

swearword 욕, 욕설 plum color 자주색

recede 약해지다, 물러나다, 움츠리다 blotchy 얼룩투성이의

currant 건포도 cog 장부촉, 사기, 속임수

transparent 투명한 ruddy bloody의 완곡어

urge 촉구, 강제하다 whoop 야아 하는 외침

tell off 야단치다 zoom 붕하고 달리다, 급상승시키다

pronto 신속히, 재빨리 bore off 구멍을 뚫다

twitter (새가)지저귀다 assume 추정하다

immense 막대한, 헤아릴 수 없는 secure (매듭)안정된, 튼튼한

dignified 위엄 있는, 고귀한 postscript 추신

nip 물다, 꼬집다 chunk 큰 덩어리

savory 풍미 있는, 맛좋은, 향기로운

CHAPTER 4 BACK TO THE BURROW

nook 구석, 모퉁이 cranny 틈새기

cross off (선을 그어)지우다 imminent [ímənənt] 급박한, 긴급한

assortment 유별, 분류 uptight 초조해하는

irritable 애를 태우는 downright 명백한, 노골적인

decency 품위, 체면, 예절바름 lot (사람 등의) 한 떼, 무리

foreboding 예감, 불길한 intimidate 위협하다, 협박하다

diminish 줄이다. 감소시키다. 움츠려들다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backside 후부, 궁둥이, 둔부 grated celery 잘게 썬 샐러리

diatribe 통렬한 비난, 욕, 비방 biting back (입술을 깨물고) 할 말을 참다.

snort 콧방귀 뀌다 compulsively 강제적인, 강박적으로

cram 억지로 채워 넣다, 밀어 넣다. perspire 땀을 흘리다

terse mutter 쌀쌀한 불평 daresay 아마도 -일 것이다.

punctuality 시간 엄수, 정확함 tin-pot 값 싼, 열등한

scramble 급히 움직이다 buttocks 궁둥이

waddle 비척비척, 어기적어기적 걷다 barely 간신히, 겨우

wolverine 오소리의 무리 gracious (놀라움을 나타내어) 이키, 이런



retreat 퇴각, 후퇴하다 expel 분출, 방출

rubble 깨진 조각 chippings 자갈

gape 입을 크게 벌림, 멍하니 봄 utterly 아주, 전혀, 완전히

jiffy in a jiffy. 곧 stagger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spotless 더럽혀지지 않은, 얼룩 없는 itch 하고 싶어 못 견디다

edge 비스듬히 움직이다, 조금씩 나아가다 conceal ∼ oneself 숨다, 잠복하다.

bulk 크기, 용적 overwhelm 압도하다

whimper 훌쩍이다 get cracking 서두르다, 신속히 시작하다

Incendio! incendive 불타기 쉬운, 가연성의 drawstring 졸라매는 끈

indignation (in -) 분개, 분노 resentfully 분개한, 성 마른

sputter 입에서 툭툭 튀기다 gag 웩웩거리다

protrude 내밀다, 불쑥 나오다 swollen 부어오른, 부푼

sort ∼ out (영국) 정리하다 engorgement 탐식

ornament 장식품 fleeting 빨리 지나가는, 질주하는

loll (혀가)축 늘어지다 slimy 끈적끈적한

They most certainly won't be. 어림없다.

Don't set much store by punctuality. set [put, lay] ∼ by [on] ┅을 중히 여기다

That's if they're coming at all. 오긴 오는 거야.

CHAPTER 5 WEASLEY'S WIZARD WHEEZES

straighten up 정리하다 callus 굳은살

blister 물집, 수포 stocky 땅딸만한, 단단한

lanky 마르고 호리호리한 undermine 모르는 사이에 해치다,손상시키다

indignant 분개한, 성난 bullying 남을 놀리는 것, 왕따

git 바보, 멍텅구리 plump 포동포동한

edge 서서히 나아가다 horn-rimmed 뿔테의

thunder 큰소리내며 이동하다 standardize 표준에 맞추다

flimsy 얇은, 부서지기 쉬운 toffee (속어) 시시한 이야기, 허튼 소리

sarcastical 빈정대는, 비꼬는 zoom 급상승하다

obsessed (수동태) ~생각으로 사로잡히다 vigorous 정력적인, 원기 왕성한

ricochet 튀며 날다 savagely 가차 없이, 맹렬히

slam (down) 털썩 내려놓다 jab 확 찌르다, 들이박다

cutlery 식탁용 날붙이(나이프, 스푼, 포크등) dustpan 쓰레받이

emit 소리를 내다, 내뿜다 squeak 삐걱거리는 소리

pelt 내던지다 hover 공중을 맴돌다

apparently 외견상으로, 분명히 peevish 투정부리는, 심술부리는

conjure 마법을 부리다 stale (음식 등이) 상한

pompous 거드름 피우는 shunt 사람을 ~로 보내다(좌천시키다)

flatten 기를 꺾다, 때려눕히다 semifinal 준결승



slaughter (구어) 대승리를 거두다, 완패시키다 honeysuckle 인동덩굴

sprint 전속력으로 달리다 on the verge of ~하기 직전에

sanctimonious 독실한 신자인 척 하는 shudder 몸서리치다, 진저리치다

fertilizer 화학비료

CHAPTER 6 THE PORTKEY

indistinct 희미한, 뚜렷하지 않은 rouse 깨우다, 환기시키다

disheveled (머리가) 헝클어진, 단정하지 못한 groggy 비틀거리는, 비쓱거리는

sheaf 단, 다발 incognito 익명의, 암행의

grumpy 성미 까다로운, 심술난 bustle 부산하게 움직이다

treacle 당밀 snigger =snicker , 숨죽여 웃는 웃음

drowsy 졸린, 꾸벅꾸벅 조는 congregate 모이다, 소집하다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현혹시키다 outstretch 펴다, 뻗다

smuggle 밀수입(수출)하다 glower 노려보다

hoist 올리다, 들다 rucksack 등산용 배낭

midday 정오, 한낮 accommodate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penetrate 간파하다, 통찰하다 moor 황무지, 황야

stagger 흔들리게 하다, 동요하다 clog 움직임을 방해하다, 막다

strategic 전략상의 unobtrusive 주제넘지 않은, 조심성 있는

trudge 터벅터벅 걷다 dank 습기찬

dilute 묽게 하다, 희박하게 하다 stumble 발무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

ruddy 불그스레한 scrubby 왜소한, 잘 자라지 못한

moldy 곰팡이가 핀, 케케묵은 genial 정다운, 상냥한

bulky 부피가 큰, 거대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swirl 빙빙 돌다, 소용돌이치다 windswept 바람맞은

CHAPTER 7 BAGMAN AND CROUCH

disentangle (oneself from) 빠져나오다,해방되다. grumpy 심술난

inexpert 미숙한 사람, 신참 galosh 비올 때 구두 위에 덧신는 신발

kilt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들의 옷 poncho 판쵸 (남미원주민들 외투)

campsite 야영지, 캠프장 beckon (손짓으로) 부르다, 신호하다

slope 비탈, 경사 mutter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scrutinize 세밀히 조사하다, 뚫어지게 보다 hubcap (자동차의) 휠캡

rummage 뒤지다, 샅샅이 찾다 rally 다시 모임, 재거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 placid 평온한, 조용한, 차분한

bellpull 종을 당기는 줄 weather vane 바람개비, 풍향계 (=weathercock)

extravagant 낭비하는, 사치하는 confection 사탕과자, 설탕절임

tether 밧줄, 사슬 hindrance 방해, 장애

mallet 공치는 망치 shabby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handiwork 손세공 quizzical 우스꽝스러운, 기묘한



cramped 비좁은, 갑갑한 crochet 크로쉐 뜨게질하다

bunk bed 2단 침대 proportion 비율, 균형

slug 민달팽이 salami 살라미(향미가 강한 소시지)

mingle 섞다, 어울리다 furtive 몰래하는, 수상쩍은, 은밀한

spangled 번쩍번쩍 빛나는 shamrock 토끼풀

hillock 작은 언덕, 낮은 산 sprout 싹트다, 발생하다

upfield 공격팀이 향하고 있는 필드 flutter 펄럭이다. 나부끼다

bedeck 장식하다, 꾸미다 queue 줄, 열, 대기행렬

stubborn 완고한, 고집센 brandish 휘두르다, 과시하다

indignation 분개, 분노 pen friend 펜팔

shrivel 오그라들게 하다 representative 대표자, 대리인

splinter 쪼개진 조각, 토막, 동강 litter 흩뜨리다

thoroughfare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한길 commentary 논평, 기록

squash 납작하게 만들다. 찌그러뜨리다 complexion 안색, 얼굴빛

hiccough =hiccup, 딸꾹질 haggard 여윈, 수척한

jingle 딸랑딸랑 소리나다 squawk 거억거억 울다

rattle 덜걸덜걱 소리나다 jot 간단히 몇 자 메모하다

brew 양조주(음료), 달인 차 dismissive 거부하는, 부정적인

nasty 불쾌한, 심술궂은 dicky 작은 새

tentative 시험삼아 하는, 주저하는 impeccable 결점 없는, 나무랄 데 없는

idolize 맹목적으로 숭배하다 comply 응하다, 따르다

warpath 출정의 길, 적의 embargo 억제, 금지

abide 지키다, 준수하다 breezy 상쾌한, 쾌활한

swig 쭉 들이키다, 마시다 palpable 손으로 만질 수 있는

quiver 흔들리다, 떨다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면하기 어려운

blatant 떠들썩한, 시끄러운 merchandise 상품, 잡화

adorn 꾸미다, 장식하다 anthem 성가, 찬송가

rosette 장미매듭, 로제트 gong 징

CHAPTER 8 THE QUIDDITCH WORLD CUP

clutch 꽉 쥐다 trail 흔적, 지나간 자취

snatch (노래 등의)단편, 단구 feverish 열광적인

infectious 전염성의 grin 방긋 웃다

immense 거대한 cathedral 대성당

awestruck 위엄에 눌린 dash away ~을 내던지다, 부딪히게 하다

urgent 긴박한, 급박한 fondly 다정하게

swarm 떼 Carpet 융단을 깔다

clamber 기어오르다 staircase 계단

situate ~에 위치해 있는 gilt 황금빛의



file into 줄을 지어 들어가다 oval 타원형의

be suffuse with ~으로 뒤덮이다 velvet 벨벳의, 벨벳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lofty 우뚝 솟은, 매우 높은 scrawl 휘갈겨 쓰다

wipe out 지우다 Anti-Burglar 도난방지

Buzzer 신호 stain 얼룩

tear one's eyes 

away
눈을 떼다 stick out 내밀다

drape ~을 싸다 squeak ~라고 삑삑거리며 말하다

quivering 떨리는 shield 감싸다, 감추다

rest upon ~에 머무르다 suit 만족시키다

half-octave 반 옥타브 horrify 큰 충격을 주다

muffle (소리 등을) 죽이다 racket 떠들며 돌아다니다

firmly 단호히 glance 얼핏 보다

gulp 숨을 죽이다 frown 눈살을 찌푸리다

weird 괴상한 twiddle 만지작거리다

tilt 기울이다 bloke 놈, 녀석

skim 훑어 보다 tassle ~에 술을 달다

hedge hog 고슴도치 bow 허리를 굽히다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splendid 화려한

trim ~을 장식하다 gabble 마구 지껄이다

wearily 진이 난, 싫증난, 지친 blighter 놈, 녀석

cadge 조르다 nasty 불쾌한

daresay 아마도 ~일 것이다 vividly 선명하게, 생생하게

recall ~을 상기하다 sweep ~을 훑어보다

good lord 이런~ fetch ~의 값에 팔리다

sneer 조소하다 contemptuous 경멸적인

slimy 비열한 git 얼간이

mutter 중얼거리다 gleam 빛나다

spectator 관객, 구경꾼 clap 박수갈채하다

discortant 조화롭지 않은, 불협화음의 anthem 찬가

racket 야단법석, 소란 scarlet 주홍색

polish ~을 닦다 glide out 미끄러지듯이 나오다

fanout 부채처럼 펼쳐지다 blissfully 더없이 행복하게

daze 현혹시키다 vaguely 멍하게

shamrock 클로버 absent 멍한

shred 갈가리 찢기다 tug 잡아당기다

tut guck다 Honestly 거참!

hurtling 돌진하는 arc 전호를 형성하다



fade 서서히 사라지다 shimmer 아른아른 빛나다

squint 눈을 가늘게 뜨다 comprise ~을 구성하다

tumaltaous 몹시 흥분한 rummage ~을 뒤지다

retrieve 찾아내다, 구해내다 stuff 가득 채우다

fistful 한 손 가득 cross-legged 다리를 포갠

scarlet 주황색 clad 입고 있는

blurred 흐릿하다 sallow 누르께르한, 혈색이 안 좋은

embroider 수놓아 장식하다 referee 심판원

acclaim 갈채하여 ~으로 인정하다 mustache 콧수염

stride 큰 걸음으로 걷다 brief 장시의, 단시간의

minuscule 아주 작은, 하찮은 glittering 반짝이는

eardrum 고막 bear down upon 급습하다, 밀고 나아가다

duck 머리를 숙이다, 피하다 furious 격노한, 소란스러운

sulkily 부루퉁하게, 샐쭉하게, 언짢게 seamless 한결같은

whack 세게 치다 dodge 피하다

gasp 숨이 막히다 plummet 수직으로 낙하하다

parachute 낙하산 descent 하강

squint 눈을 가늘게 뜨다 spiral 나선 상승하다, 상승하다

thud 쿵 소리 groan 신음소리를 내다

feint 거짓 공격하다, 속이다 plow 심하게 충돌하다

reassuring 안심시키는 horror-struck 공포에 질린

hastily 성급히 twiddle 돌리다, 만지작거리다

Diversion 견제, 양동작전 contort 찡그리다

flatten 쓰러트리다 rage 격노, 흥분상태

shrill 날카로운 cob 해내다

spectator 관객 hornet 말벌

leap 껑충 뛰다 tug 잡아당기다

giggle 킥킥 웃다 slap 찰싹 때리다

tearing 돌진하는, 맹렬한 shin 정강이

mutinous 반항적인 gesticulate 손짓하다

gleefully 매우 기뻐하며 jab 찌르다

howl 악쓰다, 짖다 ferocity 사나움, 만행

mercy 자비, 인정 collide 충돌하다

handful 한 움큼 lap 일주

elongate 늘어나다 flank 측면에 서다

dazzle 부시다, 경탄시키다 disgruntle 기분 상하게 하다

gallant 정중한, 용감한 blooming 지독한

earsplitting 귀청이 떨어질 듯한 numb 마비된



bemused 멍한 hoarse 목쉰, 귀에 거슬리는

twist 뜻 밖의 전개 scramble 기어오르다

CHAPTER 9 THE DARK MARK

raucaous 귀에 거슬리는 cackle 깔깔 웃다

cob 바수다 halt 정지, 중단

verbal 말의, 말에 의한 insist 요구하다, 강요하다

bunk 침대, 잠자리 clamber 기어오르다

fancy 상상하다 ceiling 천장

glow 빛 occasional 이따끔의

itching 열망, 갈망 convey 전달하다, 알리다

wriggle 굼틀거리다, 몸부림치다, 안달하다 sensation 느낌, 감흥

urgent 긴급한, 급박한 dimly 흐릿하게, 희미하게

flee ~에서 달아나다 jeer 조소하다, 야유하다

drift 밀려가다, 표류하다 hooded 두건을 쓴

contort 일그러지다 grotesque 기괴한, 기묘한

puppeteer 인형사 marionette 꼭두각시

crumple 갑자기 무너지다, 허물어지다 swell 늘다, 넘실거리다

voluminous 헐렁한 drawer 속바지

screech
비명을 지르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

다
hoot 우우하고 야유하다

glee 회심의 미소, 환희 flop 펄럭이다

limply 흐느적거리면서 sprint 전속력으로 달리다

oncoming 다가오는 blunder 머ant거리다, 어물거리다

reverberate 울려 퍼지다 hither 이리로

thither 저리로 abruptly 갑자기

sprawl 쭉 뻗고 엎드리다 trip over 발에 걸려 넘어지다

rustling 바스락 거리는 clump 덤불

peculiar 기묘한, 괴상한 lean 굽히다, 기울다

pant 헐떡거리다 raw deal 부당한 취급, 잔혹한 처사

indignantly 분연히 bewitched 넋이 나간

trample 밟아 뭉개다 hotly 격렬하게, 열심히

prop up ~을 받치다 set off 출발하다

sack 자루 unperturbed 냉정을 잃지 않은

gaggle 지껄이다 pimple 여드름

snort 코웃음치다 conduction 안내자, 차장

triple-decker 삼층 갑판 slack 늘어진

firmly 단호히, 굳게 fade 사라지다

wheel 들고 나가다 reckon ~할 작정이다



feeble 희미한, 미약한 riot 폭동, 소동

get hold of ~을 잡다, ~을 손에 넣다 frowning 찌푸린 얼굴의, 불쾌한

in a row 연속적으로 splay 넓히다, 벌어지다

slouch 앞으로 구부리다 smirk 능글맞은 웃음

reassuring 안심시키는, 위안을 주는 break off 갑자기 중지하다, 갑자기 그만두다

stagger 비틀거리다 Clearing 빈 공터

uneven 한결 같지 않은, 불일정한 peer 자세히 들여다 보다

rend 째다, 찢다, 산산조각이 나다 utter 말하다, 입을 열다

glittering 반짝이는, 빛나는 penetrate 간파하다, 꿰뚫다, (어둠을)뚫고 보다

gasp 숨이 막히다 colossal 거대한

serpent 뱀 blaze 빛나다, 타오르다

haze 아지랑이, 안개, 엷은 연기 etch 선명하게 그리다

constellation 별자리 grisly 소름끼치게 하는

conjure 마법으로 불러내다, 마법을 쓰다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moan 끙끙대다, 신음하다 scoop up 퍼 올리다, 그러모으다

whirl 회전하다, 빙 돌아보다 in an instant 눈 깜짝할 사이에

without pause 주저 없이 ripple 잔물결이 일다, 물결치다

rebound 다시 튀다 out of the way 떨어져

curt 무뚝뚝한 taut 긴장된

snap 날카롭게 말하다 indignant 분개한, 성난

pop (눈알이) 튀어나오다 incantation 주문, 마법

missy 아가씨 scrubby 왜소한, 초라한

square (어깨 등을) 펴다 blimey 제기랄

twig 잔가지 crunch 저벅저벅 소리내며 가다

unconscious 의식을 잃은 deposit 두다, 아래에 놓다

transfix 그 자리에 못 박히게 하다 jerky 경련적인, 갑자기 움직이는

grimly 으스스하게, 잔인하게 clause 조항

code 규범, 규약 breathless 숨 가쁜, 숨이 찬

disorientate
갈피를 못 잡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goggle 눈을 부릅뜨다

trample 밟다, 뭉개다 inquiring 미심쩍은, 묻는

twitch 씰룩거리다 comprehension 이해

dawn 이해되기 시작하다 assent 동의, 찬성

stir 움직이다 feeble 힘없는, 미약한

bemuse 멍하게 만들다 in a sort of way 다소, 얼마간

shakily 비틀거리며 sob 흐느낌, 흐느껴 울다



stern 단호한, 엄격한 rock 흔들리다

remind 상기시키다 forcibly 강력하게, 무력으로, 강제로

disobedience 불복종 brandish 휘두르다

confession 자백 carry away 흥분시키다

jerk 내뱉듯이 말하다, 움직이다 squash 납작해지다, 찌그러지다

a bulbous nose 주먹코 squeaky 끽끽 소리내는

tremble 벌벌 떨다 frantically 미친듯이

tip to tip 끝에서 끝으로 wisp of ~의 가는 줄기

savage 사나운, 가차없는, 잔인한 convulsive 발작적인, 경련의

red-handed 현행법으로 syllable 음절

routine 일상의, 정기적인 despise 경멸하다, 멸시하다

detest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bulge 부풀다

redden 붉게 하다, 붉어지다 flinch 주춤하다, 움찔하다

fraying 닳아 해어짐 hem 옷단, 가장자리

misfortune 불운, 불행 culprit 죄인, 범인, 범죄자

flicker 깜박이다 gulp 숨을 들이키다

stammer 말을 더듬다 brimming 넘쳐 흐르는

sharpen 선명해지다 shriek 비명을 지르다

prostrate 엎드리다 garment 의복

pitiful 가엾은, 비참한 glare 노려보다

leviate 공중에 떠돌다 free from ~을 면한, ~이 없는

filthy 불결한, 몹시 더러운 nasty 난처한

lot 놈, 녀석 sack 해고하다

congregate 모이다, 소집하다 poke out 비어져 나오다

profuse 넘치는 rip 찢어진 상처, 열상

sport 뽐내다 thunderstruck 벼락맞는, 깜짝 놀란

be taken aback 크게 당황하다 run amok (미친듯이) 날뛰다

inspire 불어넣다, 일어나게 하다 hollow 공허한, 희미한

disgusted 싫증난, 메스꺼운, 분개한 torture 고문하다

reckon 생각하다 buzzing 윙윙거리는

exhausted 지칠대로 지친 wide-awake 아주 잠이 깨어

doze off 깜박 잠이 들다

CHAPTER 10 MAYHEM AT THE MINISTRY

mayhem 소란 limp 맥 빠진, 기운 없는, 흐느적거리는

prise off 억지로 비틀어 떼어놓거나 열다 quibble 어물쩍 애매한 말을 하다, 말재롱 부리다



stamp out 몰아내다, 진압하다 allege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하다, 단언하다

quash 억누르다, 진압하다 heave 한숨 쉬다, 괴로운 듯이 앓는 소리를 내다

on deck 대기 중인, 당직하는 contain oneself 자제하다, 참다

dumbstruck 놀라서 말도 못하는 teeter 동요하다, 망설이다

bracingly 기운내서, 원기를 회복하여 hiss 쉿 하고 불만, 비난의 소리를 내다

fidget 안달하다, 조바심하다 en suite 연달아

Jacuzzi 분류식 목욕탕 tad 약간, 조금, 소량

pillock 어리석고 쓸모 없는 사람 darn 꿰매다, 수놓다

ferret 뒤지다, 찾아다니다 unswerving 굳은, 확고한, 부동의

ghoul 무덤을 파헤쳐 송장을 먹는 귀신 bung 던지다

belladonna 벨라도나(가지과의 유독 식물) maroon 밤색의, 적갈색의

crease 구겨지다, 주름지다 crossly 뿌루퉁하게

starkers 홀랑 벗은 trepidation 전율, 당황, 동요

sputter = splutter 빠른 말로 지껄여대다

CHAPTER 11 ABOARD THE HOGWARTS EXPRESS

hurtle 휙 소리 내며 (날아) 가다, 돌진하다 crumpled 뒤틀린, 쭈글쭈글한, 주름살 투성이의 

shell-shocked (탄환 충격을 일으킨 듯이) 몹시 놀란 furrow 주름살지게 하다

jinx -에 불운을 가져오다, 트집을 잡다 tong 집게, 부젓가락

nutter 괴짜, 미치광이 profusely 아낌없이, 풍부하게 

racket 떠드는 소리, 소음, 소동 unobtrusive 주제넘지않은,조심성있는,겸손한,삼가는

billow 크게 굽이치다, 소용돌이치다, 부풀다 stow <짐을> 실어 넣다, 집어 넣다 

wistfully 곰곰이 생각에 잠겨서 chivvy = chevy 몰아대다, 몰고 가다

drawling 느린, 늘어진, 점잔 빼어 말하는 riffraff 하층민, 천민, 쓰레기, 잡동사니

Come off it. 거짓말[속이 들여다 보이는 말]은 그
만두어라, 쓸데없는 말을 그만두어라 molder (서서히) 썩다, 붕괴하다

unplottable 지도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plot on a map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다

rosette 둥근 (장미)꽃 모양 장식 tip 넘어뜨리다, 살짝 건드리다

pudgy 땅딸막한, 통통한 thuggish 난폭한

crony 친구 guffaw 실없이 크게 웃다, 웃으며 말하다

shard 사금파리, 파편 snarl 으르렁거리다, 딱딱거리다

get to you 접근하여 협박하다 As if! [감탄사]천만에,그렇지않아,어림없어!

pulp 이, 치아 glower 상을 찡그리다, 불쾌한 얼굴을 하다

rumble 덜거덕거리며 가다 bundle up 따뜻하게 껴안다, 껴입다

lurch 갑자기 기울어짐, 갑자기 비틀거림

CHAPTER 12 THE TRIWIZARD TOURNAMENT

boar 수퇘지 trundle 넘어질 듯이 굴러 가다

cavernous 휑뎅그렁한, 휑한 sputter 물기 등을 탁탁 튕기다, 푸푸 소리를내다

lob 낮고 느리게 던지다 sopping 흠뻑 적은



ruff 옷의 주름깃 wobble 비틀거리다, 흔들흔들하다

glen 산골짜기, 계곡, 협곡 fen 늪, 소택지

snug 편안하게 sidle 옆걸음질하다, 가만가만 들어가다

shrilly 날카롭게, 과장되게 batch 한 무리, 그룹

up to scratch 좋은 상태인, 표준에 달하는 gaunt 여윈, 으스스한

hacked off 곤혹스러운, 지친, 녹초가 된, 짜증난 wreak (해,벌을)가하다, (분노를)터뜨리다

havoc 파괴, 대혼란, 무질서 wreak a havoc -를 엉망으로 만들다

chortle 깔깔 웃다 treacle 당밀

waft 떠돌게 하다, 감돌게 하다 dick 놈, 녀석

gateau 크림 케잌 fang 송곳니, 엄니

bash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 부딪히다 swivel 회전하다

grizzled 회색이 도는, 반백의 hag 마녀

leprechaun 장난꾸러기 요정 reinstate 원상태로 하다, 회복하다

raptly 넋 나간 듯이, 열중하여 hoodwink 눈을 속이다, 눈가림하다, 농락하다

mutinous 반항적인, 억제하기 힘든, 불온한 get around sb -를 설복시키다, -를 잘 피해가다

wheezily 씨근거리며, 헐떡거리며 visor 투구의 얼굴 가리개, 모자의 챙

CHAPTER 13 MAD-EYE MOODY

pewter
백랍(白鑞)(주석과 납·놋쇠·구리 따위

의 합금)
whimper

(잉잉) 잦아들듯[호소하듯, 처량하게] 

울다

swirl 소용돌이치다 strain (목소리를) 짜내다

bluff 허세부리다 keen 울부짖다

groan 신음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divination 예언 rattle 덜걱덜걱 소리나다

briskly 활발히 punctuate 중단시키다

liberal 대범한 crate 틀상자

rustling 와삭와삭 squeal 비명을 지르다

soar 높이 날다 deform 변형시키다, 흉하게 하다

tawny 황갈색의 bump 부딪치다

deposit 아래에 놓다 chuckle 낄낄 웃다

porridge 포리지(오트밀을 물/우유로 끓인 죽) stump (질문 따위로) 쩔쩔매게하다

preoccupation 몰두, 열중 mutter 중얼거리다

sodden 흠뻑 젖은 squelchy soft and wet 

distract 미혹케하다 suppress 억압하다

slug 민달팽이 suspicion 혐의

protrude 불쑥 나오다 reckon 세다(count)

squirm 꿈틀거리다 furtive 은밀한

revolted 반란을 일으킨 lethal 죽음을 가져오는

undiluted 묽게 하지 않은 slyly 교활하게



swelling 팽창 dignity 존엄

pint 파인트 (액량의 단위) muster 집중하다, 분발시키다

stubborn 완고한 bulge 부풀다

acne 여드름 sprout 싹

stopper 마개를 하다 shrug 으쓱하다

desperate 절망적인 shovel 많이 넣다

echo 메아리 치게 하다 spiral 나선으로 움직이다

hut 오두막 trapdoor 뚜껑문

bully 멋지다, 잘했다 dim 어스레한

exasperate 노하게 하다 tussle 격투

seasickness 배멀미 dustbin 쓰레기통

chintz 사라사 무명(커튼·의자 커버용) flip (손톱·손가락으로)튀기다, 홱 던지다.

pouf (=pouffe)

a soft piece of furniture like a 

large cushion, which you can sit 

on or rest your feet on

sneer 냉소하다

clutter 어수선하게 하다 limp 절뚝거리다

mournfully 슬프게, 애처롭게 spun spin의 과과분사

alas 아아, 슬프도다 growl 고함치다

stonily 무감동한, 무표정한 squeak 찍찍 울다

portent 징조, 전조(omen) opponent 적

celestial 하늘의 scummy 비열한, 천한, 더러운

decipher 해독하다 sleek 매끄러운

planetary 방랑하는, 일정치 않은, 행성의 wince 주춤하다

dull-witted 이해력이 나쁜 transfiguration 변형

ramble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humiliation 수치, 창피함

dread 두려워하다 malevolently 심술궃은

spooky 유령같은 dole 베풀어주다, 나누어주다

doze 졸다 casserole 오지 냄비 요리, 고기·야채를 섞은 볶음밥

resentment 노함 snap (눈이) 번쩍 빛나다.

stature 신장, 성장 queue 줄서서 기다리다

hastily 바삐 correspondent 통신자

parchment 양피지 plunge 돌입하다

snigger

to laugh quietly in a way that is 

not nice at something which is not 

supposed to be funny 

nonentity 허무, 허구

excuse 변명, 용서 flourish 번영하다

CHAPTER 14 THE UNFORGIVABLE CURSES

vindictive 원한을 품은 knuckles 주먹

collapse 붕괴, 좌절 thumbscrew 엄지손가락을 죄는 기구(옛 고문도구)



disembowel 창자를 빼내다, 할복하다 torture 고문하다

toad 두꺼비 forebode 예감이 들다

wary 경계하는 roar 고함치다

overt 명백한 stifle 숨 막히게 하다

animosity 악의, 원한 redden 붉게 하다

corridor 복도 blemish 흠을 내다, 명예를 더럽히다

stump 뚜벅뚜벅 걷다 despair 절망

grizzle 회색으로 하다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swivel 회전고리로 돌리다 gentler 온화한

blurt 불쑥 말하다 quiver 떨리다

contort 찡그리다 pleading 소원의, 탄원적인

gnarl 비틀리다 pensive 생각에 잠긴

counter 반대하는, 대항하는, 역의 snuff 죽이다, 끝내다

tentatively 시험적으로 balderdash 같잖은 소리

drawer 서랍 fetch 가져오다

jar 병 mediterranean 지중해의

scuttle 급히 가다 tactful 재치있는, 적절한

trapeze 그네 litter 어지르다

jerk 급히 흔들다 standby 의지가 되는 사람

involuntary 무의식적인 jumble 혼잡, 난잡, 뒤범벅

shudder 떪, 몸서리 scrawl 휘갈겨 쓰다

vigilance 조심 scribble 갈겨쓰다

somersault 재주넘다 chatter 재잘재잘 지껄이다

intently 오로지 flick through 훌훌 넘기다, 대충 훑어 보다

swoop 단숨에 내리다 stab 찌르다

shrilly 고음 scrutable 해독할 수 있는

clench 꽉 쥐다, 손가락 관절(마디) quill 깃촉

secretive 숨기는 preoccupy 먼저 점유하다, 선취하다

eavesdrop 엿듣다 exasperation 격분

triumphantly 승리를 거둔, 의기양양한 dumbstruck 놀라서(어이없어) 말도 못 하는

sardonical 냉소하는, 빈정대는 perch 횃대에 앉다

curl (수염 등을) 꼬다, 비틀다 grubby 지저분한

rampage 미쳐 날뛰다 flutter 퍼덕거리다

mock 가짜의, 흉내낸 hoot (올빼미가)부엉부엉 울다

outrage 난폭 jolt 깜짝 놀라게 하다, 갑자기 때리다

decapitation 참수 furious 맹렬한, 성난

badge 배지 slam 세게 치다

briskly 활발히 indignant 분개한



manifesto 선언서 pacify 달래다

brandish 휘두르다 canopy 닫집

sheaf 한 다발 sickle 낫, 사자자리

recruit 새 회원을 모집하다 beam (표정의) 빛남, 밝음, 미소

CHAPTER 15 BEAUXBATONS AND DURMSTRANG

overturn 뒤집어엎다 circular  원형의

drafty 통풍이 잘 되는 dropping 새 똥

regurgitate 되내뿜다. 먹고 남은 뼈? vole 들 쥐

breed 종류 perch 횃대

alleviate 경감,완화, 누그러뜨리다. 문제 해결 heed 주의, 조심하다

distract 마음을 돌리다, 흩뜨리다 sweep 한번 휘두르기

swivel 돌리다, 선회하다 eerie [íəri] 섬뜩한, 무시무시한

fine by me 나도 마찬가지야 bubotuber pus (뭔지 모르겠지만) 고름.

fight off 격퇴하다 untraceable 추적할 수 없는

immensely 막대한, 무한한 obediently 순종적으로, 고분고분하게

headlong 거꾸로, 곤두박이로 fracture 골절

kneecaps 슬개골, 무릎받이 hobble 절뚝거리며 걷다

any second 언제라도 alternate step 번갈아 가며 뛰다

paranoid 편집증 환자 read up 읽다

indignant 분개한, 성난 satisfactory a. 만족한, 더할 나위 없는

commend 칭찬하다 catastrophe 파국, 재앙

unflinching 굽히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antidote 해독제

summoning 소환 (마법? 무슨 마법) workload 작업 부하

mill around 떼를 지어 돌아다니다 delegation 대표단

scathing [ske ́iðiŋ] 냉혹한, 가차없는 contagious 전염성의, 전파하는

undergo 경험하다, 받다. grimy 때 묻은, 더러워진

huddle 뒤죽박죽 주워 모으다 wince 주춤하다, 질리다, 움츠리다

raw face 맨 살 ferocious 사나운, 잔인한

transplant 이식하다 cactus 선인장

coat of arms (방패 꼴의) 문장(紋章) bummer 불쾌한 경험. 실망, 건달

raccoon 미국 너구리 cockatrice basilisk 같은 뱀. 보면 죽음

rampage 날뛰기, 미쳐 날뛰다 revise 개정된

collude 결탁하다, 공모하다 oppression 억압, 탄압, 학대

curb 재갈, 제어, 억제 vociferous 큰소리로 외치는, 시끄러운

tin collecting tin 모금함 glower 노려보다

curtly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nick 훔치다

whoosh 휙하는 소리 bacon rind [raind] 베이컨 껍질

immerse be ∼d in  몰두[열중]하다 native bird 서식하는 새.



anticipation 예감 attentive 경청하는

into lines 줄을 서시오! plait 땋은 머리

transparent 투명한 show off 뽐내기

hurtle 돌진하다 gigantic [ʤaigæ ́ntik] 거대한

powderblue 분말 화감청(華紺靑); 담청색. palomino 갈기와 꼬리가 휜 담갈색의 말

bore-bear (무기․문장(紋章) 등을) 지니다 emit 빛을 방출, 방사

fumble 더듬어 찾다 beaky nose 부리 같은 코(매부리 코?)

knob[nɑb] 원형 덩이 apprehensive 염려하는, 근심하는

trifle 쫌. a ~ 꼴로 부사적으로 steed 말

imperiously 전제적으로, 오만하게 riverbed 하상(河床)=하천의 바닥

disturbance 파문(波紋) 수면에 이는 물결. whirlpool 소용돌이(월풀 욕조)

rigging 삭구, 장비, 의류 mast 돗대, 마스트

resurrect 부활, 소생 시키다 wreck 난파선

porthole 현창(舷窓)= 배의 창 (채광과 통풍) slosh 물을 튀기다

bob 부동(浮動)하다. 떠서 움직임 turbulent 몹시 거친, 사나운

anchor 닻 shallow 얕은

plank 두꺼운 판자 disembark 상륙시키다

shaggy 털복숭이 sleek 매끄러운

unctuous 기름기가 도는 goatee (사람의 턱에 난) 염소 수염. 

shrewd 빈틈없는, 기민한, 약빠른 cold a ∼ in the head 코감기

prominent 현저한, 두드러진 a ∼ on the chest 기침감기

CHAPTER 16 THE GOBLET OF FIRE

stunned 기절시키는, 깜짝 놀란, 어리벙벙한 loftily 높게, 고상하게, 거만하게

squabble 시시한 일로 말다툼하다 glum 무뚝뚝한, 우울한

budge 몸을 움직이다, 양보시키다 smug 점잔빼는, 말쑥한, 독선적인

smarm 뒤바르다, 매만지다, ~에게 빌붙다 fawn 아양부리다, 아첨하다

kip 옥외에서 자다 avid 몹시 탐나는, 열심인

resume 다시 차지하다, 회복하다 derisive 조소하는, 비웃는

bristle 곤두서다, 벌컥 세우다 bouillabiasse
부야베스(마르세유의 명물인 어패류 

스튜)

bloodred 피에 물든, 피처럼 붉은 sidle 옆걸음질하다, 가만가만 다가서다

thriving 번영하는, 번화한 gurgle 꼴딱꼴딱 흐르다, 꼴록꼴록 소리내다

goggle 눈을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 jog 살짝 밀다, 가만히 찌르다

tartly 시큼하게, 신랄하게 upturned 위로 향한, 뒤집힌

casket
(귀중품·보석 등을 넣는) 작은 상자, 

손궤
smattering 천박한 지식, 소수, 드문드문함

jovial 쾌활한, 명랑한 encrust 덮다, ~의 표면에 껍데기를 만들다

deduction 공제, 뺌, 추론 impartial 공평한



selector 선택자, 선별기, 선택 장치 hewn hew(자르다, 토막내다)의 과거

speak for 

yourself

남의 의견까지 대변했다고 생각지 마

라. 이 쪽 생각은 다르다.
dribble 똑똑 떨어지다, 침을 질질 흐르다

mutilate 절단하다, 병신을 만들다 gob 가래침을 뱉다

contemptuously 모욕하듯이, 얕보며 exasperate 노하게 하다, 격노하게 하다

repressive 억누르는, 진압하는 be immersed in 몰두하다, 깊이 빠져들다

unearth 발견하다, 밝혀내다 talon 발톱

entrant 신입, 참가자 over the moon 크게 기뻐하다

darning 기운 것, 꿰멜 것 gruffly 무뚝뚝하게

rapt 정신이 팔린, 골몰한 trudge 터벅터벅 걷다

straggle 흩어지다, 무질서하게 가다 extravagant 돈을 함부로 쓰는, 지나친

fidget 안절부절 못하다 slouch 축 늘어지다, 몸을 굽히다

CHAPTER 17 THE FOUR CHAMPIONS

numb (얼어서) 곱은, 언 tread 걷다, 가다

hem (천·옷의) 가두리, 옷단 stumble 
발부리가 걸리다, (…에) 채어 비틀거

리다 

buzzing a. 윙윙[와글와글]거리는 wizened a. 시든, 쭈글쭈글한 <사람·얼굴 등> 

flit 휙휙[훨훨] 날다, 날아다니다 walrus mustache (숱이 많은 코 밑의) 팔자 수염 

brood·ing a. 생각에 잠긴, 음침한, 시무룩한 scurry
허둥지둥[총총걸음으로] 달리다, 잰 

걸음으로 서두르다

non·plus
어찌할 바를 모름;곤란한 입장, 궁지;

당혹, 난처, 곤경
bewilder 당황하게 하다

contemptuous 남을 얕잡아보는, 경멸적인;오만한 chandelier 샹들리에 

bosom 가슴속 생각, 내심;친애의 정, 애정 swell 부풀다, 붓다, 팽창하다

malevolent 악의 있는;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vehement 격렬한, 맹위를 떨치는, 맹렬한

reignite 다시 불붙이다;<불을> 다시 일으키다 ingenious 재간[재치] 있는, 영리한

reverie 몽상;공상(空想);백일몽 exempt 면제하다

beckon 손짓[고개짓, 몸짓]으로 부르다 ransack 샅샅이 뒤지다, 들추다, 찾아 헤매다

fantasize 꿈에 그리다, 공상하다 smug 독선적인, 잘난체하는, 점잖은 체하는

sanity 제정신, 정신이 온전함 waylay 길가에 숨어서 기다리다

CHAPTER 18 THE WEIGHING OF THE WANDS

spiral 나선형의, 소용돌이꼴의, 나선 장치의 moor 잡아매다, 계류하다, 정박시키다

munch 우적우적 씹어먹다 shunt 옆으로 돌리다

swap 바꾸다, 교환[교역]하다 gawp 둔한 사람, 얼간이

tentacle 촉각, 더듬이 flatly 단호하게, 딱 잘라, 사정없이

stroll 한가로이 exacerbate 더욱 심하게 하다, 악화시키다

guffaw 갑작스러운 큰 웃음 sycophant 추종자;사대주의자;아첨꾼, 알랑쇠

sucker 흡수자, 속기 쉬운 사람 elongate 연장하다, 늘이다



simper 선웃음, 억지웃음, 바보 같은 웃음 luminous 빛나는, 반짝이는;야광의

paunchy 배가 불뚝하게 나온 magenta 자홍색 

crumple 구기다, 구김살투성이로 만들다 temperamental 기질상의, 타고난;개성이 강한

surreptitious 비밀의, 내밀의, 몰래 하는, 은밀한 hornbeam  서나무속(屬)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는, 모순이 없는 brusque  퉁명스러운, 무뚝뚝한

skulk 살금살금 걸어다니다, 살금살금 -하다 

CHAPTER 19 THE HUNGARIAN HORNTAIL

crouch  몸을 쭈그리다, 웅크리다 tangle 싸우다, 다투다

barring ~이 없으면, ~을 제외하고는 limp 절뚝거리다

squash 짓누르다, 밀어넣다, 쑤셔넣다(into) harebrained 변덕스러운, 들뜬, 경솔한, 무모한

endure 참다, 견디다 scheme 계획

sneer 비웃다, 하다, 비꼬다(at) moonlit 달빛에비친, 달빛을 받은

quote 인용하다, 예로들다 earsplitting 귀청이 찢어질듯한, 천지를 진동하는

quill 깃대,침, 바늘, 깃펜 deafening 귀청이 터질 것 같은

bystander 방관자,구경꾼,관계없는사람 perimeter 경계선, 한계지역

chipmunk 줄다람쥐의 일종 mesmerize
~에게 최면술을 걸다, 매혹시키다, 놀라

게 하다

dignified 위엄있는, 고귀한, 기품있는 torrents of 억수같은

stalk 가만히 뒤를 밟다, 활보다하다 teeter 흔들리다, 동요하다, 망설이다

detention 저지, 구치, 유치, 구금 jaw 턱

distract
괴롭히다, 당황하게하다, (마음,주의를) 

흐뜨러트리다
howl 짖는 소리

grit the teeth 이를 갈다 thud 쿵, 덜컥, 쿵하는 일격

disobliging 불친절한, 인정없는, 화나게 하는 pant 헐떡거리다, 숨차다

snide 가짜의, 부정직한, 악의에찬 reverence 숭상,존경

molten melt 과거분사, 녹은, 타는 듯한 spike 대못, (경기용 구둣바닥의) 스파이크

irritably 화를 잘내어, 안달하여, protrude  내밀다, 튀어나오게 하다 

tread on ~뒤에서 바로 따라가다 stagger 비틀거리다, 

spot (구어) 발견하다 whatsoever whatever의 강조

lapse into (정도에서) 벗어나다, (나쁜길로) 빠지다 sneak off 슬금슬금 내빼다, 슬금슬금 가다

tankard
(손잡이가 달린) 큰 잔, 그 한잔의 양(음

료)
gaunt 수척한, 여윈, 말라 빠진

look askance at ~의 곁눈으로 보다, 흘겨보다 pretext
(참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행위, 핑계,

(사실과 다른) 구실

mulled mead
(포도주,맥주를) 설탕,향료,달걀노른자 

등을 넣어 데운 벌꿀술

beam at a 

person
~을 보고 싱글싱글웃다

CHAPTER 20 THE FIRST TASK

queasy 역겨운, 불쾌한 rune 북유럽의 고대문자, 북유럽의 시,노래

porridge (영,속어) 교도소,(일반) 죽 peculiar 기묘한, 특이한

subdue 정복하다, 누그러지게 하다 dollop 덩어리, 소량, 조금

nutter 나무열매를 줍는 사람 curse 저주하다, 재앙을 빌다,욕하다

slay 살해하다, 죽이다 clatter 달가닥달가닥

flick(through) 넘기다 amid ~의 한복판에, 이 한창일때

transfigure 변형하다, 변모시키다 wasp 말벌,까다로운 사람



twitter 지저귀다, 흥분하여 떨리다 sack 부대,자루,

tiptoe 발끝을 들고 걷다 resignation 사직, 해임

exasperate 성나게하다, 격분시키다,악화시키다 conspiratorially 공모자, 음모자

splatter 튀겨서더럽히다(영,속) 크게 패하다 underdog 패배자, 희생자

flickering 깜박거리는, 약한, 불안정한 entity 실재, 존재, 본체

hushed 조용해진, 고요한 gaspe 헐떡거리다, 숨이 막히다

dangle 매달리다, 따라다니다 gleefully 대단히 기뻐하는

clunk 꽝 치다 clap 파열음, 박수

ferret 희족제비, 수색자,색출하다 emit 방사하다, 내뿜다

dully 둔하게 clutch of 일단의, 일군의, (보통 13개)

decent
맞는, 남부럽잖은, 점잖은,

(영구어) 친절한, 너그러운
scaly 비늘이 있는, 비늘 모양의,더러운

specimen 견본, 실례, 표본 gouge 둥근정, 

extra-squiggly 삐뚤빼뚤 fiber 섬유, 섬유조직

humming 콧소래를 부르는, 독한, 윙윙거리는 haze 아지랑이, 안개, 연무

detect 발견하다, 탐색하다 dodge 피하다, 살짝 비키다

concealment 은폐, 은직 diversionary 주의를 딴데로 돌리는

gruffly 목소리가 거친 swerve 빗나가다

summon 소환하다, 호출하다 stinging 찌르는

heaps of ~ 더미 duck 물속으로쑥들어가다

exasperation 격분,분노,악화 agony 심한고통, 몸부림

sway
기울게하다, 지배하다, 조종하다,동요하

다
scumbag (속어인 듯) 더러운 자식, 콘돔

extravagant 낭비하는,사치스러운, 터무니없는 indignation 분개,분노

stung 찌르다, 쏘다, 자극하다, 기만하다 immeasurably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poke 찌르다,쑤시다,쿡찌르다 mending 고치는 일, 수선

bewildered 당황하여, 어리둥절하여 presumably 아마

elate 고무하다, 기운을 북돋아주다 savage 야만적인, 사나운

CHAPTER 21 THE HOUSE-ELF LIBERATION FRONT

unscathed 상처를 입지 않은, 흠이 없는 tug …을 세게 끌어당기다

frowned 눈살을 찌푸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sack …을 부대에 넣다, 약탈하다

blow-by-blow 묘사가 상세한 consolingly 위로하여; 납득하게

swerve 빗나가다,…의 방향을 바꾸게 하다 snigger 킬킬거리며 웃다

dodge 잽싸게 몸을 비키다 frivolous 불성실한; 경박한

nicked …에 새김눈을 내다, 칼자국을 내다 needlework 바느질, 자수

flagon 대형 포도주병 specs 안경

prised 상품으로 주어진 chortle 킬킬거리다, 신이 나서 웃다

screechy 외마디 소리의; 끽끽 소리내는 hover 공중을 날다, 한 곳을 선회하다

wail (고통 따위로) 울부짖다 balderdash 종작없는 소리, 헛소리

torture …을 고문하다 anticipation 예상, 기대

tart 신, 시큼한 nudge 성가시게 굴다, 귀찮게 조르다

choke …의 숨통을 끊다, squeal 비명을 지르다



spat 침 뱉다, spit의 과거형 navel 배꼽, 중심

peckish 배가 고픈 assortment 유별, 분류

leaflet 낱장으로 된 인쇄물 garment 의류 한 점, (~s) 옷, 의류

hex …에게 마법을 걸다 pinned 핀, 핀으로 고정시키다

molt 깃털[껍질]을 벗다; 털갈이하다 curtsy (여성이) 무릎을 굽혀 절하다.

sleet 진눈깨비 foraged (식량을) 찾아 돌아다니다

waft (공중·물 위에서) 가볍게 떠돌게 하다 quiver 전율하다,…을 떨게 하다

paddock 울타리를 두른 곳에 넣다 squeak 앙앙 울다, 삐걱삐걱 소리내다

wit 기지, 재치 laden 가득 실은, 무거운 짐이 지워진

fluffy 솜털의, 솜털 모양의 stool (등받이가 없는) 의자,싹이 트다

rampage 미친 듯이 날뛰다 enslavement 노예로 만들기, 노예 상태

menacingly 위협적으로 barmy 효모의; 발효하고 있는

magenta 마젠타(짙은 분홍색 아닐린 염료). codger 괴짜, 괴팍한 노인,노랭이

furry 모피로 만든, 모피로 덮인 bawl …을 큰소리로 말하다

loop 고리로 만들다, 고리로 만들다 goggle 눈을 부라리다

flattened …을 평평하게 하다, 때려눕히다 dissolved …을 녹이다

maroon …을 무인도에 버리다, 밤색, 적갈색 knit 뜨개질을 하다, 뜨기, 짜기

CHAPTER 22 THE UNEXPECTED TASK

fowl 닭 singeing …의 표면을 (살짝) 굽다, 그스르다

haddock 대구류의 식용어 prat 엉덩이로 밀다, 엉덩이

droop 늘어지다, 수그러지다 nose 냄새 맡다

stifle …의 숨을 막다,억제하다, 참다 mate 동료, 친구

scuffle 난투하다, 붙들고 싸우다 bristle (털이) 곤두서다;

cinch <구어> 꽉 쥐기, <속어> 확실한 icicle 고드름

unnerve .…에게서 기력[힘]을 빼앗다 banister 계단의) 난간

quote .…을 인용하다 bedeck …을 꾸미다, 장식하다

trestle 발판, 버팀다리 hoot 우우하고 야유하다

delinquent 태만한 impregnable 난공 불락의, 견고한

gruffly 걸걸하게; 무뚝뚝하게 bezoar 위석

mull …을 빻다, 심사숙고하다 fortress 요새

nastily 몹시 더럽게, 불결하게 eggcup 삶은 달걀을 넣는 컵

antidote 해독제 tinsel …을 번쩍거리는 것으로 장식하다

constructive 구조적인 goggle 눈을 부라리다

CHAPTER 23 THE YULE BALL

yule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계절 term-time (학교) 재학기간, (법정) 개정기간

shrunk shrink(움츠리다, 축소시키다)의 과거 rowdy-rowdier 난폭한, 떠들썩한

crisp 부서지기 쉬운 물건, 포테이토칩 chilly 차가운, 냉담한, 으스스한

frosted 서리로 덮인 porthole (배의) 현창



glazed 유약을 바른, 광을 낸 rigging 장비, 설비장치

outdo ~보다 낫다, 능가하다 savory 맛좋은, 향기로운

grumpy 까다로운, 심술궂은 skulk 슬그머니 숨다

keen 날카로운, 예리한, 예민한, 열심인 spring (질문 등을) 느닷없이 꺼내다

molar 어금니 whip 채찍질하다, 갑자기 움직이다

twitchy 안달이 난, 들뜬 ferret 흰족제비

scathing 냉혹한 hex 여자마법사, 주문

mischievous 유해한, 장난기 있는 twitter 지저귀다, 찍찍울다, 재잘대다

icicle-laden 고드름이 주어진 banister 난간

weeny 아주 조그만 git 쓸모없는 놈, 바보자식

hiss 쉿 소리를 내다 addressee 수취인

hoot 부엉부엉 울다, 야유하다 protrude 내밀다, 불쑥 나오다

snap at 고함지르다, 날카롭게 말하다 clear off 제거하다, 떠나다

scuttle away 서둘러 가다, 황급히 달아나다 scandalized 분개한

complacent 만족한, 안심한 tuck away 감추다, 챙겨넣다

vigilance 조심, 경계 scramble 기어오르다, 급히 움직이다

squeak
끽끽 울다, 삐걱거리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tousle-haired 헝클어진 머리의

bauble 싸구려, 시시한것, 장난감 loop 고리

cozy (찻주전자) 보온커버, 2인용의자 knobbly 마디가 많은, 혹같이 둥글게 된

cushion 쿠션을 대다, 완화시키다 brim with tears 눈물로 그득하다

jam 쑤셔넣다, 밀어붙이다 clash 충돌하다

undo 원상태로 돌리다, 풀다 incredulous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 많은

lapse 흐름, 경과, 착오, 실수 tipsy 술 취한, 비틀거리는, 기울어진

liqueur 리큐어(달고 향기있는 독한 술) litter 짚을 깔다, 어지르다

appall 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다 fray 문지르다, 닿게 하다

vicar 교구 목사 grotto 동굴

flutter 퍼덕거리다 reindeer 순록

wreath 화관, 화환 stun 기절시키다, 아찔하게 하다

periwinkle-blue 밝은 자색을 띤 청색 garland 화환, 꽃장식

sulky 실쭉한, 꿍한 smug 독선적인, 점잔빼는, 말쑥한

fiasco 큰 실수 aftermath 결과, 여파

revolting 배반하는, 혐오할 만한 secrecy 비밀, 비밀주의

bladder 방광, 공기주머니 snort 코방귀 뀌다

goulash 맵게 한 스튜와 스테이크의 야채요리 dismissive 퇴거시키는, 거부하는, 건방진

poltergeist 시끄런 소리를 내는 장난꾸러기 요정 snigger=snicker 킬킬거리다

steer 조종하다, 끌다 wince 주춤하다, 움츠리다

ungainly 보기 흉한, 볼품 없는 creepy 기어다니는, 오싹하는



clunk 덜컹 소리를 내다 quaver 떨리다

quavering 떨리는 bagpipe
백파이프(스코틀랜드 고지 사람이 부

르는 피리)

jiggle 가볍게 흔들다 disgruntled 불만스러운, 기분상한

withering 생기 잃게하는, 기죽이게하는, 건조한 scathingly 냉혹하게

fraternize 친하게 사귀다 spew 토해낸 것, 토해내다

mulish 노새같은, 고집센 slouch
늘어지다, 몸을 굽히다, 단정치 못하

게 굽다

accost ~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 divert 돌리다, 전환하다

hitch 얽힘, 연결, 장애 airily 경쾌하게, 가볍게

crop up 갑자기 발생하다, 나타나다 smuggle 밀수입하다, 몰래나가다

consignment 위탁, 탁송 ill-natured 심술궂은

squeal 비명, 불평 discomposed 침착을 잃은

goatee (사람 턱에 난) 염소 수염 purr 가르랑거림, 그르랑거림

foghorn 무적, 크고 거친 소리 revelation 폭로, 누설, 의외의 새 사실

lamely 불완전하게, 절룩거리며 somber 어두침침한, 우울한

inclination 경향, 성향, 기호
wend one's

way
천천히 가다

wail 소리 내어 울다 mull over 곰곰이 생각하다

CHAPTER 24 RITA SKEETER'S SCOOP

scoop 국자, 최신 정보 bigotry 완미한 신앙, 편협

lurking 숨어있는, 잠복의 indisposed 기분이 언짢은

nosy 코가 큰, 참견을 좋아하는 topped with ~의 표면을 덮은

shifty 책량이 풍부한, 잘둘러대는, 부정직한 eccentric 괴상한

notoriously 널리 알려져서 ferocious 사나운, 지독한

maim 병신을 만들다, 상처내다 intimidation 위협, 협박

dub 찌르다, 쪼다, 실수하다 ferreting 족제비 같은, 캐기 좋아하는

ladle 국자로 퍼서 옮기다 quail 기가 죽다, 주춤하다

gloat 흡족한듯 바라보다, 혼자 히죽 웃다 retaliation 보복, 앙갚음

squirm 머뭇머뭇하기 moor 잡아매다, 정박시키다

slushy 진창눈의, 질척거리는 ascertain 확인하다, 알아내다

strained 긴장한, 일부러 꾸민 brusquely 무뚝뚝하게

slanting 경사진, 기운 sinister 불길한, 못된

affront 모욕하다, 욕보이다 rebellion 모반, 반란

paunchy 올챙이배의 oblivious 염두에 없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flagon 식탁용 포도주 병, 큰병 flicker 깜박이다, 흔들리다

grenade 수류탄 flank ~의 측면에 서다

surmise 추측하다 fend 받아넘기다, 피하다



blotchy 얼룩투성이의 twiddle 빙빙 돌다, 만지작거리다

prosecute 해내다, 수행하다, 기소하다 croak 목쉰 소리를 내다

CHAPTER 25 THE EGG AND THE EYE

miniscule 아주 작은 bolt 문에 빗장을 지르다

fluffy 보풀의, 복슬복슬한 have sb on -를놀리다, 속이다

length 수영장한쪽끝에서다른쪽끝까지헤엄치기 waft 떠돌다, 표류하다

glum 시무룩한,풀죽은 gurgle 물이 콸콸 흘러나오다, 목을 꿀꺽거리다

boss sb around -를쥐고흔들다,지배하다,부려먹다 tread water 서서 헤엄을치다

tactless 요령없는,곧이곧대로의,무뚝뚝한 sulk 샐쭉해지다,  부루퉁하다

ungainly 꼴사나운,미련한,볼품없는 wobble 비틀거림,흔들림

wheezy 씨근거리는,헐떡거리는 pilfer 좀도둑질하다, 슬쩍훔쳐가다

scrawny 여윈,수척한,앙상한 plaintively 구슬프게, 애처롭게

sallow 누르스름한,흙빛의,혈색이나쁜 come off 벗겨지다,빠지다,떨어지다

convulsively 발적적으로,경련하듯이,사력을다해 prowl 배회하다,찾아헤매다

dilate 팽창하다,넓어지다 treachery 위약,배반,변절,배신

chirrup
사람이새나벌레소리를내다,짐승을어
르기위해쯧쯧하다

close shave 위기일발,구사일생 = close call

go haywire 흥분하다,발광하다,고장나다 whiz 윙하며날아가다,재빨리움직이다

incriminate 말려들게하다,죄를씌우다

CHAPTER 26 THE SECOND TASK

installment ①전집,연재물의1회분②할부,분할불입 aqua-lung 애쿼렁(잠수용수중호흡기,상표명)

periscope 잠망경 vulture 대머리독수리,콘도르류,사기꾼

flutter ①펄럭이다,날개치다②두근거리다,마음조이다 go off -에흥미를잃다,싫어지다

foal 어린새끼 transport
황홀함,감정의심취 
transport of delight 기뻐서어쩔줄모름

chuck - out -를내던지다,끌어내다 nick 훔치다,붙잡다,체포하다

squint 곁눈질하다 chiv(v)y 마구몰아내다,귀찮게다그쳐-하게하다

madcap 물불가리지않는,터무니없는 anthology 명문집,명곡집,선집

denizen 거주자,주민,일정지역에사는동식물 wise up 올바로알다,알리다

bob 상하좌우로까닥까닥움직이다 pluck at - -를홱잡아당기다,붙들다

gill 아가미 straggler 낙오자,지각자,패잔병

babble 재잘거림,왁자지껄한소리,말소리 flat-out 전속력으로,갑자기

wade 물·눈·모래·인파등을고생하며나아가다 sear ①태우다,그슬리다②시들다

sodden 물에흠뻑젖은,습한 silt 고운모래나흙,점토

slimy 진흙투성이의,끈적끈적한 catcall (고양이울음소리같은)야유

jeer 조롱하다,놀리다,야유하다 slit 길게베인상처,긴구멍

elongate 길게늘어나다,자라다 opaque 불투명한

bare 이빨등을드러내다,노출시키다 fumble for - -를손으로더듬어찾다



pelt 내던지다,퍼붓다 patch 얼룩,반점

murkily 탁하게,더럽게,음울하게 a snatch of - 한차례의,잠시의,한바탕의

haunting 잊혀지지않는,맴도는 tarry 늑장부리다,늦어지다

leer 곁눈질하다,흘겨보다 hewn (원형hew)베어서대충다듬은

boulder 표석,큰둥근돌 choker 높은칼라,목에꼭맞는목걸이

hack 난도질하다,베다,잘라내다,도끼질하다 prat 멍청이,얼간이

screechy 날카로은,쇳소리의 restrain 억제하다,누르다,제지하다

tooth and nail 전력을다하여,필사적으로 water beetle 수서곤충,물방개

go into a huddle 협의하다,밀담을나누다 throatily 목이쉬어서,목멘듯이

commiserate 불쌍히여기다,동정하다 moral fiber
도덕심,기강
※fiber①섬유소②소질,성질,기질,정신력

CHAPTER 27 PADFOOT RETURNS

subtly 미묘한, 미세한, 이상한 ginger 생강

submission 복종, 항복, 제안 squirm 몸부림치다, 우물쭈물 하다, 꿈틀하다

idiot 얼간이 pretext (사실과 다른) 구실, 핑계, 위장

tetchy 성질 잘내는, 까다로운 armadillo 남미산의 야행성 포유동물

revert (본래상태로) 되돌아가다, 회상하다 cauldron 가마솥, 냄비(=caldron)

stile 회전문, (창틀,문틀의)선틀 forearm 아래팔, 팔뚝

swarming 무리의, 군중의 agitated 흥분한, 동요한

descending 내려가는 하강하는 paw 발

gangs of 한떼의 fissure 갈라진 틈

rifle 샅샅이 뒤지다, 찾다 imperiously 오만한, 건방진

adolescence 청춘기, 사춘기 reluctantly 마음 내키지 않은, 달갑지 않은

demise 서거, 사망, 계승, 양위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탐식하다

scarlet 주홍색, 진홍색 comeuppance 당연한 벌(응보)

pestle (영,방언) (식용동물의)다리 obsess 괴로워하다, 사로잡다, 괴롭히다

pounding 치다, 어슬렁거리다, 부수다 furrow (쟁기로) 갈다, 도랑 이랑의 홈

dent 눌려서 옴폭 들어간곳, 전진, 진보 pace 걸음걸이 속도

feigned 거짓의, 허위의 trample 내리밟다, 짓밟다, 무시하다

fathomless 잴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inferior 하위계급의 

gillyweed clamor (군중등의) 시끄러운 외침, 떠들석함

plunge 던져지다, 내던지다, 뛰어들다 deathbed 임종, 죽음의 자리

innermost 가장 깊은 부분 dishonor 불명예, 망신, 치욕, 창피를 주다

CHAPTER 28 THE MADNESS OF MR. CROUCH

disobedient 복종하지 않는, 불효한 screech
날카로운 외침, 소리가 나다, 비명을 

지르다

cunning 교활한, 간사한 bewilderment 당황, 어리둥절, 놀람

lapse into (정도에서) 벗어나다, ~로 빠져들다 thrust 밀다, 세게 밀치다,



blustering 호통치는, 세차게 몰아치는 spawn 알, 어란, 자식들

heave 괴로운 듯이 내다, 한숨을 쉬다 undiluted

grindylows
도깨비의 일종?

a sort of bogeyman(도깨비)
snout 코, 주둥이

indignantly 분개하여, 성나서 pine
애타게 그리워하다,갈망하다

(슬픔,병등으로) 수척해지다

lumpy 덩어리, 어색한, 큼직한 leprechaun 장난을 좋아하는 작은 요정

undiluted 희석하지 않은 rigorous 엄한, 엄격한, 혹독한

ecstatic 희열에 넘친, 무아지경의 haywire 미친, 흥분한

eclair
에클레어

(가늘고 긴 슈크림에 초코릿을 뿌린 것)
crisscrossed 열심자, 십자형

flicker 기절하다, 나풀나풀 흔들리다 gargoyle 추한 용모의 사람

pupil 학생, 눈동자 공동, 제자 fetch ~의 마음을 사로잡다

sway 동요되다, 지배하다, 조종하다 eavesdropping 엿듣다, 도청하다

whimper 낑낑거리다, 투덜거리다, 울먹이다 pretense 겉치레, 가식, 가면, 위장, 요구

CHAPTER 29 THE DREAM

tentative 시험적인, 시험삼아 하는, 임시의 raving 광란하는, 미쳐 날뛰는

rafter 서까래를 얹다.뗏목 타는 사람.무리 boundary 경계(선);경계표

blackmail 공갈, 갈취, 갈취한 돈 payoff 급료, 보복, 뇌물

threshold 문지방, 입구 spiral 나선형의, 소용돌이꼴의, 나선 장치의

discard 처분하다, 버리다. sworn 맹세한, 선서한, 언약한

drooping 늘어진, 눈을 내리깐, 고개 숙인 preamble 머리말, 서론, 서문

swig 마구 들이켜다. flush 얼굴을 붉히다. 상기하다, 달아오르다

stubble 그루터기, 짧은 수염 vigilance 경계, 조심, 불침번(不寢番)

tawny 황갈색의 indignation 분개, 분노, 의분

dazzling 눈부신, 휘황찬란한,현혹적인 sweltering 더위먹은, 더위에 지친

wheeze 씨근거리다, 씨근거리며 말하다 clairvoyant
투시의, 천리안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는

blunder 큰 실수, 대실책

CHAPTER 30 THE PENSIEVE

pinstriped 세로 가는 줄무늬의 bowler (영국) 중산모

pointless 무딘, 헛된 perch (새의) 횟대, 높은 지위, 막대

plumage 깃털, 예복 swish 휙 움직이다

benignly 자비롭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snooze 꾸벅꾸벅 졸다

hilt (칼, 도구 따위의) 자루, 손잡이 basin 물동이, 대야, 분지

runes 룬 문자 ruffle 주름살이 지게하다, 물결을 일으키다

ominous 불길한, 나쁜 징조의 encircle 에워싸다, 일주하다

tilt 기울다, 공격하다 lurch 갑작스런 기울어짐, 비틀거림



headfirst 곤두박질로, 몹시 서둘러서, 쏜살같이 reverberate 울려 퍼지다, 반사하다

strangle 억제하다, 묵살하다 nonplus ~할 바를 모르게 하다

dawn on 점점 분명해지다, 떠오르다 bleak 황폐한, 차가운

serried 밀집한, 우거진 flank ~의 옆에 있다

recoil 뒤로 밀러나다, 주춤하다 curt 짧은, 무뚝뚝한

unctuous 기름같은, 매끄러운, 상냥한 round up 체포하다, 처리하다

filth 오물, 더러움, 부도덕 dissent 불찬성, 이의

sardonic 냉소하는, 빈정대는 vouch 보증하다, 단언하다

rejoin 복귀하다 gaunt 수척한, 몹시 여윈

indulgently 관대하게 titter 킥킥 웃음

despicable 야비한, 비열한 frail 무른, 약한

wispy 가늘고 연약한, 희미한 twitch 잡아채다, 씰룩씰룩 움직이다

temple 관자놀이 heinous 가증스런, 악질의

jeer 조소하다, 야유하다 slump 푹 떨어지다, 구부정 자세를 취하다

somersault 재주넘기, 공주제비, 반전 ripple 잔물결이 일다

siphon 사이펀, 빨아 올리는 관, 수관, 흡관 glisten 반짝이다

plump 부푼, 살이 찐 scowling 찌뿌린, 노려보는

hex 주문 get on in years 나이를 먹다

blunder 큰 실수 ascent 상승, 향상

CHAPTER 31 THE THIRD TASK

reel 실을 실패에 감다, 비틀거리다 jog …을 흔들다, 살짝 찌르기

siphon 사이펀, 흡수관 fleetingly 나는듯이, 쏜살 같이; 덧없이

shiver 몸서리치다 rebound …을 되튀게 하다; …을 반향시키다

canopy
닫집, 천개(天蓋)(왕좌•침대•설교단 따

위의 상부를 가리는 장식)
duck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쑥 처박다

walkie-talkie 휴대용 무전기, 워키토키 ricochet 스쳐 날다, (수면·지면을) 스쳐 날기

mount ~에 오르다, ~을 올려놓다 stagger 비틀거리다, 갈지자로 걷다

parchment 양피지 pant 숨차다, 헐떡거리다

unearth …을 파내다, …을 밝히다 briefly 간단히, 짧게

resort (자주) 가다, 사람이 잘 가는 장소 unite …을 결합하다, 하나로 하다

evildoer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악인 proceed .(…으로) 나아가다, 진출하다

waggle  …을 흔들다, 흔들어 움직이다 tuft
(머리카락•턱수염•실•풀 따위의) 작은 

술, 술로 장식하다

slouch 앞으로 수그리다 almond-shaped
(한쪽 또는 양쪽 끝이 뾰죽한) 아몬드 

형의

hook 갈고리, 훅 notch V자형 새김눈, ~에 새김눈을 넣다

jabber <경멸적> (분명치 않게) 지껄이다 tentatively 시험적으로; 망설이며

whatsoever 설사 …일지라도(no matter what) imposter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자

refrained 억제[자제]하다; 삼가다, 그만두다 hurl 세게 던지다



reminisce 추억하다 trip 발이 걸려 넘어지다

genuinely 순수하게, 진실로 scuttle 서둘러 가다; 황급히 달아나다

brainwave
a sudden, bright or clever idea; an 

inspiration
excruciating 고문을 당하는 듯한, 몹시 괴롭히는

stiffly 단단하게, 빳빳하게 underbelly 아랫배, 하복부

patrol 순회하다, 순찰하다 gluey 아교질의; 끈적끈적한

patroller 순찰자 ; 순회자 gingerly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navy 전(全)해군 함정; 해군 병력 sprain [발목·손목 따위]를 삐다

rattle 덜걱덜걱[덜컹덜컹]하다 hostage 인질

stag 수사슴, 여성을 동반하지 않는 mulishly <경멸적> 노새 같이; 고집이 세어

erupt 폭발하다, 분화하다 tangle 엉키다, 얽히다

gallop 갤럽, 빠른 걸음, 전속력으로 달리다 navel 배꼽, 중심, 중앙부

wisp 한 움큼, 작은 다발 unclench …을 억지로 열다, 펴다

CHAPTER 32 FLESH, BLOOD, AND BONE

slam [문•창문 따위]를 쾅[탕] 닫다 vanish 보이지 않게 되다, 사라지다

yew 주목(朱木) frail 허약한, 연약한, <속어> 여자, 소녀

eerie 무시무시한, 섬뜩한 whimper 흐느껴 울다, 훌쩍훌쩍 울다

squint [눈]을 가늘게 뜨다 dagger (양날의) 단검, …을 단도로 찌르다

quizzical 의아스러워하는, 미심쩍어하는 stab 찔러 꿰뚫다; 찌르며 덤비다

agony 몸부림, 고통, 고뇌 anguish (심신의) 고통; 고뇌, …을 괴롭히다

buckle 버클[죔쇠]로 채우다 penetrate …을 관통하다, 꿰뚫다

swish [채찍 따위]를 휘두르다,휙 소리내다. seep 스며나오다, 배어나오다, 침투시키다

eyelid 눈꺼풀 fumble …을 만지작거리다, 서투르게 다루다

flicker (빛이) 깜박이다, 명멸하다 stagger 비틀거리다, 비척대다

conjure [사람 등]을 마력으로 좌우하다 cradling 요람에 넣어 흔들기

glinting 반짝 빛나다, 빗나가다, 빗맞다 simmer …을 부글부글[서서히] 삶다, 끓이다

fretfully 안달하여, 짜증을 내어 velvety 벨벳 같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slither
주르르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듯 나아

가다
extinguish [불 따위]를 끄다, 소멸시키다

wheezy 색색거리는 billow 소용돌이치다, 밀려오다

slop [액체]를 흘리다, 넘쳐내리다 vapor 증발 기체

belly 배, 복부, 부풀다, 불룩해지다 skeletally 골격(상)으로; 해골같이

strangle …을 목졸라 죽이다 cradling
(둥근 천장 따위를 받치는) 목제[철

제] 반자

feeble 가냘픈, 연약한 mutilate
[사람•동물]의 손발을 잘라내다, 토막

내다

revulsion (감정의) 급변, 강한 혐오, 되돌리기 slit
…을 베어 가르다, 째어 가르다, 가늘

고 길게 째진 곳

illuminate 밝게 비추다, 조명하다



CHAPTER 33 THE DEATH EATERS

caress
…을 애무[포옹]하다, (음악•목소리 

따위가) …에 부드럽게 울리다
banished …을 추방하다

slit
(선을 따라) …을 베어 가르다, 가늘

고 길게 째진 곳
victim 희생(자); 피해자, 조난자

exultant 크게 기뻐하는, 환희하는 hooded 두건을 쓴; 두건 모양의

slithered …을 (주르르) 미끄러뜨리다 reenter …에 다시 들어가다

mirthless 즐겁지 않은, 음울한, 서글픈 crave 을 (몹시) 원하다, 갈망하다

choke …의 숨통을 끊다, 숨막히게 하다 miscalculate 잘못 계산[판단]하다, 오산하다

protrude 튀어나오다 rip …을 찢다, 째다, 쪼개다

abandon 포기하다; [습관 따위]를 버리다. mean 천한,가치가 없는, 비열한

rustle 바스락거리다, 사각거리다 gullible 속기 쉬운, 잘 속는

sniff 코로 들이마시다 thwart …에 반대하다, …을 방해하다

shiver 떨다, 몸서리치다 affinity 친근감, 호감

vanquish 이기다, 정복하다 filthy 불결한, 더러운

flung 내던지다, 팽개치다 foolishly 바보 같이

traitorous 배반하는; 두 마음이 있는 convince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replica 사본, 복제, 똑같은 것 stroll 한가롭게[이리저리] 거닐다

wrist 손목 persuasion 설득, 권유

slippery (손에서) 잘 빠져나가는, 잡기 어려운 veritable 진실의, 참된, 진짜의

renounced (공식적으로) …을 포기하다 embrace …을 껴안다, 포옹하다

torture …을 고문하다, 고통을 주기 vein 정맥; 혈관

exploit 이용[활용]하다, 위업, 공훈 horde 유목민 집단, (동물의) 떼.

whereabouts 어디쯤에, 소재, 행방 crook …을 구부리다

entombed ~을 무덤에 넣다, 매장하다 limply 유연하게; 흐느적거리면서

CHAPTER 34 PRIORI INCANTATEM

scramble 기어오르다, 급히 움직이다 wad 뭉치, 다발

gag 재갈을 물리다, 웩웩거리다 swipe 강타, 일격

thrust 밀다, 찌르다, 강제로 안기다 resume 다시 차지하다, 되찾다

glint 반짝이다 nicety 미세, 세부, 우아한 일, 정확성

bliss 행복, 천국의 기쁨 reflex 반사, 반사 작용

slither 미끄러지듯 나아가다 splinter 쪼개다, 산산조각이 되다

crisscross 종횡으로 움직이다, 교차하다 shatter 부수다, 파괴하다

prowl 찾아 헤매다 let go 해방하다, 자제를 잃다

flit 훌쩍 날다, 휙 지나가다 pelt 내던지다, 연타하다

muffled (뒤덮여) 잘 들리지 않는 navel 배꼽, 중앙

CHAPTER 35 VERITASERUM

a torrent of 억수같은, 연발의 reverberate 반향하다, 울려퍼지다



appalled 오싹 소름이 끼친, 끔찍한 pry 떼어내다, 움직이다

limp 생기없는 jostle 떠밀다, 부딪치다

blur 더러워지다, 흐려지다 scum 인간쓰레기

treacherous 불충한, 믿을 수 없는 filth 오물, 쓰레기

cavort 날뛰다, 껑충거리다 nudge 슬쩍 찌르다, 주의를 주다

leer 곁눈질하다, 노려보다 decent 버젓한, 예의바른, 일정 수준의

bulge 부풀다, 튀어나오다 indignity 모욕, 경멸

plunge 던져넣다, 찌르다 benign 자비로운, 온화한

curtly 짧게, 무뚝뚝하게 ordeal 호된 시련

fetch 가져오다 imposter 사기꾼

glutinous 끈적끈적한 splatter 철벅거리다

mane 갈기, 머리털 grizzled 회색의, 백발이 섞인

swivel 선회하다 dishevel (머리, 복장을) 흩뜨리다

slack 느슨한, 기운 없는 subdue 복종시키다, 억제하다

enslave 노예로 하다 droop 수그러지다, 시들다

CHAPTER 36 THE PARTING OF THE WAYS

dagger 단도, 단검, 비수 vehement 격렬한, 맹위를 떨치는, 맹렬한

regurgitate 되내뿜다, 역류하다 prowl 찾아 헤매다, 어슬렁거리다, 배회하다

resettle 다시 정주시키다,다시 자리잡다 hazy 흐린, 안개 낀, 안개 짙은

ward 구(區) 병동(病棟),감시,감독 fumed <목재가> 암모니아로 훈증된 

lunatic 미치광이,괴팍스러운 사람,괴짜,바보 raving 광란하는,미쳐 날뛰는,헛소리하는

smuggle 밀수입[수출]하다, 밀수하다 linger 남아 있다,꾸물거리다

blazing 타오르는, 타는 듯한;빛나는 defiant 도전적인, 반항적인, 시비조의;거만한

hallucination 환각, 환상, 잘못된 생각 destabilize
불안정하게 하다, <정권을>약체화시

키다

pompous 점잔 빼는, 거드름 피우는 palpable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백한, 곧 알 

수 있는

prickle 뾰족한 끝, 가시같이 생긴 것 loathing 강한 혐오, 질색

mingle 섞다, 혼합하다 cram 밀어넣다, 채워[다져] 넣다

slam 탕[쾅] 닫다, 털썩 내려놓다 repel 쫓아버리다, 격퇴하다, 물리치다

naueous 욕지기나게 하는, 지겨운, 진저리나는 interrogation 질문, 심문, 의문

해리포터 시리즈 북클럽 (천연조아·횸·자작나무·부르심·다이모니온·심심해·카푸치노ㆍ깐ㆍ가짜천재) 이 

제작한 단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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