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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챕터 1 OWL POST

단어 뜻 단어 뜻

medieval 중세의 중세풍의, downtrodden 짓밟힌 학 받는; (oppressed)

cauldron
A cauldron is a very large, round
metal pot used for cooking over a
fire.

detention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함

cupboard 옷 음식을 넣는 벽장( · ) (closet) mouthpiece 전화기의 송화구( )

bellow 노호하다 고함지르다, swivel 선회시키다 회전 이음쇠 회전 고리, ,

floorboard 바닥 널 마루청, luminous 빛을 내는 빛나는 야광의, ,

sill
문지방 기둥 밑의 토(doorsill); ( ) ;
창문턱(windowsill)

originator 창작자 창설자 창시자, , ,

lopsided
한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잃은(uneven)

latch 걸쇠 빗장 걸쇠를 걸다, ,

bizarre 기괴한 이상야릇한(grotesque); flump
털썩 내던지다 털썩 놓다,
털썩 하는 소리

keel 졸도하다 쓰러지다, (over) bleary
눈이 피로 졸림 등으로 흐린( ) ( · )
윤곽 등이 흐릿한( )

nip 꼬집음 꽉 깨물음(pinch); tawny 황갈색의

ruffle 새가 깃털을 곤두세우다( ) gangling 호리호리하게 큰

reckon 라고 생각하다 추정하다( ) ,… mutant
돌연변이체 변종, ;
속어 괴상한 별난 녀석( ) [ ]

fez
페즈모 터키모( ),帽
붉은 색에 검은 술이 달려 있음( )

jaunty 멋진 말쑥한(stylish),

scuttle
바삐 가다 황급히 달리다, ,
허둥지둥 달아나다

topple
앞으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down, over)

ominous
불길한 나쁜 징조의, ,
험악한(threatening)

챕터2 AUNT MARGE'S BIC MISTAKE

layabout 영 구어 게으름뱅이 부랑자 떠돌이( · ) ; , gaunt 수척한 몹시 여윈 말라 빠진, ,

maniac 열광자 마니아 미치광이, ; law-abiding 준법 의 법을 지키는( ) ,遵法

whack
지팡이 등으로 세게 치다( ) ,
탁 때리다

bully 골리다 겁주다,

porky 돼지 고기 같은 뚱뚱한( ) ; (fat) trance 황홀 열중 무아지경, ,

throb 고동치다 맥이 뛰다, , brood 골똘히 생각하다

beefy 살찐 근육이 발달한; (muscular); waddle 뒤뚱 어기적 거리며 걷다( )

plaster 잔뜩 발라 붙이다 더덕더덕 바르다; , jovial 명랑한 즐거운 유쾌한, , (merry)

curt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abrupt) namby-pamby
확고하지 않은 애매한 소극적인, ;
지나치게 감상적인 나약한,

thrashing 채찍질 shard 특히 도기의 사금파리 파편( ) ;

sputter
침을 튀기며 입을 놀리다,
흥분하여 말하다

ruddy
안색 등이 불그스레한( ) ,
혈색이 좋은 건강한,

expulsion 배제 구축 제명, ( );驅逐 uncork 병의 마개를 뽑다( )

meringue
머랭 설탕과 거품 일게 한 흰자위(
등을 섞은 것 파이 등에 얹음; )

nosh 음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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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p 트림하다 tweed 직물 트위드( )

underbred 점잖지 못한 상스러운 천한, , (vulgar) wastrel 건달 부랑자;

gape 놀람 감탄으로 입을 딱 벌리다( · ) insolent 건방진 오만한a. ,

ping off 핑 소리나다 life buoy 구명부표

apoplectic 중풍 성 의 몹시 흥분한( ) , sprint 특히 단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다( )

챕터 3 The Knight Bus

collapse 부서지다 쓰러지다 허탈해지다; ; tremendous 무서운 굉장한 엄청난; ;

surge 감정이 파동치다 들끓다( ) , totter 비틀거리다 위기에 놓이다 비틀거림; ;

frantic 광란의 필사적인 단한; ; ram 부딪치게 하다 찌르다;

thump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 fortress 요새 성채 의 방비를 튼튼히 하다; ; ~

arrest 체포하다 체포 억류; ; assurance 보증 보장 확신; ;

massive 부피가 큰 단단한 훌륭한; ; apologetically 사죄하여 변명으로, *ad

decree 법령 포고 명령; ; gaunt 수척한 황량한 섬뜩한; ;

representative 전형적인 상징하는 리인 표본; ; ; lad 젊은이 청년 친구; ; (chap)

shiver 추위 공포따위로 후들후들 떨다( , ) collywobbles 복통 정신적 불안;

vault 둥근 천장 둥근 천장이 있는 방; halt 멈춰서다 주저하다;

prospect 전망 경치; cascade 폭포 폭포처럼 떨어뜨리다;

bent 굽은 뒤틀린 열중한; ; parlor 거실 객실 점; ; ( )店

gleam 어렴풋한 빛 빛나다; crumpet 핫케이크의 일종(( ))英

pavement 인도 보도 포장도로(( )) , ;英 reversal 반전 적전도 역전; ;

snigger 킬킬거리다=snicker (( ))美 modify 수정하다 완화하다 개조하다; ;

suspicious 의심스러운 의심 많은; ; incident 일어나기 쉬운 흔히 있는;

rummage 샅샅이 뒤지다 검사하다 잡동사니; ; blurt 불쑥 말하다 누설하다;

brass 놋쇠 놋제품; absent-minded 방심한 건성의 잘 잊어버리는; ;

illuminating 조명하는 비추는 설명적인; ; strand 궁지에 몰리다 좌초시키다;

flatten 평평하게 하다 고르다 압도하다; ;

챕터 4 The Leaky Cauldron

cobble 조약돌 도로 에 자갈을 깔다; ( ) stray 탈선하다 처진 길을 잃은; ; ;

warlock 마술사 점쟁이; jabber 재잘거리다 소리 지르다 재잘거림; ;

dwarf 난쟁이 땅속에 살며 금속세공을 잘함( ) tortoise 거북 동작이 느린 사람;

archway 아치 밑의 입구 아치 길; ooze 물이 스며 나오다 새다 사라지다; ;

medieval 중세풍의 중고의; trace 추적하다 조사하다; ;

sundae 선디 시럽 등을 얹은 아이스크림( ) tatter 갈가리 찢어지다 넝마; *pl.

sorely 아파서 심하게 몹시; ; mill 분쇄기 공장 가루로 만들다; ;

tempt 마음을 끌다 부추기다 꾀다; ; mayor 시장

podium 연단 spiff 말쑥하게 하다 멋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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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기입 등록 등기; ; swell 부풀어 오르다 솟아 나오다;

replenish 채우다 연료를 계속 공급하다; ( ) terrify 겁나게 하다 놀래다;

grapple 잡다 쥐다 격투; ; crouch 몸을 웅크리다 구부리다 웅크림; ;

aggressive 침략적인 진취적인 과감한; ; lenient 관 한 자비로운;

bedlam 혼란 아수라장 소란한; ; remote 먼 먼 곳의 외딴, ;

omen 전조 징조 예언 예시하다; ; ; scowl 찌푸린 얼굴 찌푸린 날씨;

occupant 점유자 거주자;

챕터 5 The Dementor

disgruntled 불만스러운 시무룩한, bang 강타 타격 탕하고 닫히다, ,

irritable 성미 급한 grimace 얼굴을 찡그림 찡그리다,

blotchy 얼룩 투성이의 infuriate 격노케 하다

furrow 주름살을 짓다 giggly 킥킥 웃는

storm in 날씨가 사나워지다 호통하다 돌격, , v. heave 올리다 부풀리다 한숨을 쉬다, ,

screech
날카로운 소리,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perch 횃 에 앉다 자리를 차지하다,

wickerwork 고리버들 세공 heap 쌓아올리다 축적하다,

spit 내뱉다 coo 꾸꾸 울다 정많게 말을 나누다,

snap 물어뜯다 덤벼들다 탕 하고 닫히다, , furtive 남 몰래하는 은밀한 교활한, ,

glance 힐끗 보다 넌지시 언급하다, disgust 구역질 혐오감,

uneventful 사건이 없는 평온무사한, spare 절약하다 잡아두다 나눠주다, ,

trolley 손수레 salute 인사 경례 인사하다, ,

pant 숨차다 헐떡거리다 열망하다, , at a run 구보로 달려서,

stow 집어넣다 틀어넣다 실어 넣다, , jerk 급격한 움직임 경련 훽 움직이다, ,

flinch 주춤하다 billow
큰 물결 파도, ,

큰 파도가 치다 부풀다,

let on 누설하다 인 체하다 을 태우다, ~ , ~ huffily 화를 내며 거만하게,

stalk
팔을 크게 흔들며 걷다,

몰래 다가가다
corridor 복도 항공기 전용로,

threshold 입구 발단 경계, , shabby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비열한, ,

darn 깁다 꿰매다, fleck 반점 주근깨 기미, ,

batter 난타하다 찌그러뜨리다, pallid 윤기 없는 핼쑥한,

jinx 징크스 불행을 가져오다 트집잡다, , up to 의 책임으로서 할 능력이 있는~ , ~

hex 마법을 걸다 여자마법사 주문, , nettled 초조한

nutter 나무열매 줍는 사람 미치광이, tinny 주석의 냄새나는 튼튼하지 않은, ,

glow 타다 빛을 내다 화끈해지다, , brilliantly 번쩍번쩍 천연히 재기가 넘쳐, ,

haywire 복잡한 엉클어진 미친, , untrustworthy 신뢰할 수 없는

shrewd 빈틈없는 약빠른 심술궂은, , piercing 관통하는 신랄한 날카로운, ,

offhand 즉석의 아무렇게나 하는, suck 빨다 획득하다,

rebellion 반란 폭동 저항 도전, , , levitate 공중으로 뜨다

spirited 활발한 힘찬 용기 있는, , on the loose 자유롭게 도망하여,

rubbish 쓰레기 어리석은 짓, fumble 더듬다 여기저기 찾다 실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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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 움직이다 꿈틀거리다 휘젓다, , plump 부푼 불룩한 불룩해지다, ,

blur 을 더럽히다 흐릿하게 하다~ , flank 옆구리 측면에 서다,

crony 친구 옛벗 sneer 냉소 비웃음 비웃다 냉소하다, , ,

bidding 명령 권유 경매 입찰, , , bristly 뻣뻣한 불쾌한,

drawl 느리게 말하다 chuckle 낄낄 웃음 낄낄 웃다,

snort 씩씩거림 킁킁거리다 코웃음치다, , crap 헛소리 거짓말 배변, ,

shimmer 어렴풋한 빛 flicker 깜박임 깜박이다 휘날리다, ,

jolt 덜컹거리다 급격한 충격, thud 퍽 털썩 털썩 떨어지다 탁하고치다, , ,

plunge 던져 넣다 몰아넣다 뛰어들다, , patch 헝겊조각 수습하다,

yelp 비명 날카롭게 짖다, squeal 끽끽 울다 비명을 지르다,

alert 빈틈없는 민첩한 경계시키다, , wary 경계하는 신중한

illuminate 밝게 하다 설명하다 계몽하다, , contract 계약하다 수축시키다 제한하다, ,

protrude 밀어내다 불쑥 나오다, glisten 반짝이다 빛나다,

scab 딱지 딱지가 앉다 파업을 깨트리다, , drag 질질 끌다 싫증나게 하다,

swirl 소용돌이치다 어찔어찔하다, slap 철썩 모욕, ,

slab 평석 널판 끈적한 과장표현이 많은, , , twitch 홱 잡아당기다 씰룩거리다,

huddle 급히 입다 쑤셔 넣다 붐비다, , bout 한판 승부 시합 발작, ,

hoot 부엉부엉 울다 야유하다, croak 쉰소리 목쉰 소리를 내다,

shunt 옆으로 돌리다 묵살하다 충돌하다, , bump 부딪치다

sway 흔들리다 동요하다, in procession 행렬을 지어

mold 형상 짓다 반죽해 만들다, trundle 굴리다 밀고 가다 작은 바퀴, ,

boar 수퇘지 멧돼지, tower 공중으로 똑바로 날다 우뚝 솟다,

engulf 삼켜 버리다 가라앉히다 몰두케하다, , lumpy 덩어리의 거친,

turret 작은 탑 포탑, elbow 팔꿈치 팔꿈치로 밀다,

gleeful 매우 기뻐하는 즐거운, glint 반짝이다

shove off 밀어내다 떠나다 출발하다, , clench 악물다 꽉 쥐다,

prod 찌르다 자극하다 괴롭히다, , swarm 떼 무리 가득차다 모여들다, , ,

crooked 꼬부라진 비뚤어진 부정직한, , limb 수족 손발 큰 가지, ,

챕터 6 Talons and Tea Leaves

swoon 기절하다 약해지다 졸도 무감각, , , shriek 새된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pug
퍼그 불독 비슷한 소형 발바리( ),

들창코 여우 원숭이, ,
git 쓸모없는 놈 멍텅구리,

cocky 잘난체하는 건방진, contemptuous 경멸하여 무시하는,

pass out 기절하다 bracing 기운을 북돋우는 힘나게 하는,

come off 떠나다 결국 이 되다 끝나다, ~ , polecat 긴털족제비 스컹크,

absent-minded 멍하니 있는 넋 놓은, pant 숨차다 헐떡거리며 말하다 숨막힘, ,

bare 덮개가 없는 노출된, amble 천천히 걷다 어슬렁거리다,

nonchalant 태연한 무관심한 냉담한, , squat 웅크리며 앉다 쭈그리다 웅크린, ,

villain 악당 trespass 불법침해하다

scorn 경멸하다 깔보다 경멸 모욕, , , perchance 아마 우연히,

knave 건달 불량배 무뢰한 사내아이, , , tug 세게 끌어당기다 별안간 잡아당기다,

scabbard 검집 칼집에 넣다, brandish 휘두르다 과시하다,

scurvy 괴혈병 braggart 허풍선이 호언장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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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ue 사기꾼 악당 방랑하다 사기 치다, , , flop 털썩 넘어지다 배반하다,

perish 죽다 clank 절꺽절꺽 소리내다

stout 뚱뚱한 비만한, stout-hearted 담 한 용감한 불굴의, ,

crinoline
크리놀린 치마를 부풀리기 위해 입었(

던 페티코트)
puff 훅 불다 숨을 헐떡거리며 나아가다,

sinister 불길한 나쁜 악의를 품은, , monk 수도사 성직자,

comrade 동료 친구,
comrade-in-

arms
전우

steely 강철의 굳은 완고한, , sinew 힘줄 근육 크게 의지가 되는 것, ,

nudge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밀어제치다, trapdoor 치켜 올리는 문 뚜껑문 통풍문, ,

brass 놋쇠 황동, plaque 장식패 훈장,

grin 이를 드러내며 웃다 히죽거리다, cram 을 억지로 밀어 넣다~

chintz 사라사 무명의 일종 pouf

푸프 세기 후반에 유행한 높게, (18

틀어올린 여성의 머리 모양 머리) , (

장식 옷 따위의 불룩한 부분) (puff)•

crimson 심홍색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stifling 숨막히는 답답한 질식할 것 같은, ,

stub 그루터기 쓰다 남은 토막 부딪치다, , tattered 넝마의 누더기를 입은 황폐한, ,

spindly 방추모양의 가늘고 긴 호리호리한, , encrust=incrust 을 외피로 덮다~

hustle-bustle 야단법석 흥청거림, penetrate 관통하다 꿰뚫다 투과하다, ,

topple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쓰러지다, , tremulous 떨리는 전율하는 겁많은, ,

gulp 꿀꺽 삼키다 숨이 막히다, placidly 잔잔하게 조용히 차분히, ,

edge 비스듬히 이동하다 천천히 움직이다, disrupt 을 혼란에 빠트리다 부서지다~ ,

bout 한판승부 한차례 한바탕 기간, , , dread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dreg 찌꺼기 앙금 쓰레기 같은 사람, , swill 음식찌꺼기 게걸스레 들이키다,

saucer 받침 접시 drain away 서서히 빠지다

tinkle 딸랑딸랑 딸랑딸랑 울리다, dustpan 쓰레받기

scalding 열탕처리 데일 듯한 끓어오르는, , swap 물물교환하다 맞바꾸다,

soggy 물에 잠긴 흠뻑 젖은 맥 빠진, , mundane 세계의 우주의 현세의 일상적인, , ,

stifle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억누르다, , blob 방울 더러움 얼룩, ,

bowler hat 중산모 acorn 도토리

reprove 꾸짖다 비난하다, counterclockwise 시계 반 방향의

falcon 매 transfix 찌르다 꿰뚫다 고정시키다, ,

get to one's

feet
일어나다 spectral 요괴의 유령의 실체가 없는, ,

omen 전조 징조, lurch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receptivity 감수성 이해력, flatly 수평으로 단호하게 단조롭게, ,

resonance 울림 여운 동조 공명, , , furtive 은밀한 남몰래 하는,

divination 점 예언, imprecise 부정확한 애매한,

seer 보는 사람 관찰자, matter of fact 있는 그 로의 평범한 솔직한, ,

befuddle 만취시키다 의 정신을 잃게 하다, ~ clatter 덜컥거리는 소리 소음,

airily 가볍게 즐겁게, kick the bucket 죽다

prop 을 바치다 에 지주를 다~ , ~ woolly 양모로 된 양모 모양의,

touch a nerve 신경을 거스리다 arithmancy 수점

springy 경쾌한 탄력이 있는, chortle 킬킬거리다

boarhound 멧돼지 사냥용의 큰 개 paddock 방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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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m 억지로 밀어넣다 clamp 높이 쌓다

crestfallen 풀이 죽은 의기소침한, downcast 의기소침한 파멸 멸망, ,

have a fit 킬킬 웃어 다 trot 속보로 달리다 구보하다,

talon 동물의 발톱 사람의 긴 손톱( ) , ( ) tether 을 밧줄로 매놓다~

shaprish 다소 날카로운 좀 높은, misgiving 걱정 의혹,

flex 구부리다 수축시키다, haughtily 건방지게 오만하게,

scaly 비늘로 덮인 unmistakable 명백한 틀림없는,

ecstatic 무아지경의 도취한, pat 가볍게 두드리다

bargain for 흥정하다 매매하다, hoist 끌어올리다

hindquarter 뒷다리와 엉덩이 뒷부분, thud 털썩 쾅 쿵하고 떨어지다, ,

ill-assorted

=ill-sorted
어울리지 않는 조화가 안되는, embolden 에게 용기를 주다 단하게 하다~ ,

disdainful 경멸적인 무시하는, drawl
길게 늘여서 발음하다 귀찮은 듯이,

천천히 말하다

strain
팽팽하게 하다 잡아당기다 무리하게, ,

쓰다 긴장시키다,
gash 깊게 베인 상처 을 깊이 베다, ~

splatter 을 튀기다~ pewter 백랍 주석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

tankard 손잡이 뚜껑이 달린 큰 컵( , ) crinkle 주름지게 하다 주름지다,

sop 함빡 젖다 적시다,

챕터 7 The Boggart in the Wardrobe

sling
투석기 투석기로 돌을 쏨, ( ) ;

내던짐 팔매질 일격 달아 올림, ; ;
seam

솔기 꿰맨 줄 솔기의 바늘땀, ,

배의 널빤지 등의 붙인 곳( )

grimace
얼굴을 찌푸림 찌푸린 얼굴, ,

우거지상 일부러 상을 찌푸림;
cram

좁은 곳에 밀어 넣다( ) ,

채워 다져 넣다[ ] (stuff)

hiss

증기 뱀 거위 등이 쉿 하는 소리를< · · >

내다 쉿 하고 불만 비난 경멸 노여. [ , ,

움 의 소리를 내다] .

quill
깃 거위 깃으로 만든 깃펜, ( ) (=quill

이쑤시개pen); (toothpick),

chop
도끼 식칼 등으로 자르다 뻐개다· ) , ,

패다 찍다 유의어, ( cut [ ])⇒
tatty 초라한 넝마의 싸구려의, ;

greasy

몸 의복 식기 등이 기름이 묻은1 < · · > ,

기름을 바른 기름기 있는 기름을, 2.

함유한 기름진 기름기 많은, ,

wiggle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 흔들다1 ( ) [ ]

파동치다2

malicious 악의 있는 심술궂은1 , loopy 미친(crazy)

loath
지긋지긋하여 싫어서, ,

질색으로( reluctant⇒
raspberry

식물 나무딸기1 ( )

미 속어 입술 사이에서 혀를 진동2 ( · )

시켜 내는 야유 소리 비난 혹평; ,

경멸 냉소를 뜻함·《 》

거절 각하3 ; ( )却下

mock
조롱 우롱 하다 비웃다1 [ ] ,

흉내 내며 놀리다 흉내내다2 ;
wad

마른 풀 삼 부스러기 껌 종이 등1 ( · · ·

부드러운 물건을 뭉친 뭉치)

틈을 메우는 물건 솜 뭉치2 ,

총 탄약 의 화약 마개3 [ ]

지폐 서류의 뭉치 다발4 ( · ) ,

jerk 갑자기 잡아당김 밀침 찌름 던짐1 [ , , ] shabby 초라한 헙수룩한 차림의 누더기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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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낡아빠진 헐어빠진 허름한2 , , ,

해진 누더기의 보잘것, (cf. SMART 2);

없는 시시한 거리 주거 등이 지, 3 < · >

저분한 누추한 더러운, ,

ladle
국자로 뜨다 푸다 떠내다1 , (scoop);

up, out《 》
beckon

손짓 고개짓 몸짓 으로 부르다[ , ] ,

신호하다

skull 두개골 해골1 , wobble
비틀거리다 흔들흔들하다1 ,

목소리 등이 떨리다2 < >

behead
사람을 목 베다vt. < > ,

참수 형에 처하다( )斬首
rattling

딸랑 덜걱 거리는 활발한 기운찬[ ] , , ,

빠른

splash
물 흙탕 등을 사람 물건에 튀1 < · > ( · )

기다 더럽히다,
vulture

독수리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무2 ( )

자비한 욕심 많은 사람[ ] ;

남을 속여 먹는 사람

spleen
해부 비장 지라 울화1 ( ), ,脾臟【 】

분통 심술 원한 앙심; ; ,
lurch

배 차 등의 갑자기 기울어짐1 ( · ) ;

갑자기 비틀거림(stagger),

갈짓자 걸음

leech
동물 거머리 흡혈귀1 2a ,【 】

고리 금업자
retreat

퇴각 후퇴 퇴각 신호, ;[the retreat] ;

귀영의 나팔 북 은퇴 은둔 은거[ ] 2 , ;

처 피난처 잠복처, ,

suffice

음식 등이 사람을 만족시키vt. < > < >

다 의 필요를 충족시키다(satisfy), ,…

에 충분 흡족 하다[ ] (be enough for)…

trim

깎아 다듬다 정돈하다 손질하1a ( ) , ,

다 다듬어 내다 사진을 트림하다b ;< >

잘라내다 없애다,

verge
사람을 목베다 참수 형에vt. < > , ( )斬首

처하다
unravel

얽힌 실 등을 풀다1 < >

해명하다 해결하다2 ,

malevolent
악의 있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a. ;

(opp. benevolent)
wailing

미 속어 일류의 훌륭한a. · , ,《 》

최고의

offhand
즉석에서 사전 준비 없(extempore),

이 아무렇게나 되는 로 무심코, , ;
banshee

아일 스코 여자 요정 가족n. ·《 》 《

의 죽음을 예고한다는》

stew
뭉근한 약한 불로 끓이다[ ] ,

스튜 요리로 하다
menace

협박 위협 공갈, , (threat);

위험한 것 사람[ ]

simmer

약한 불에 부글부글 끓다 지글지( ) ,

글 끓다 참고 있는 분노 웃음 등이· >

막 터지려고 하다 부글부글 화가 치,

밀다

trickle

액체가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 > ,

다 눈물을 흘리다 사람이 드문드; .< >

문 오다

ladle 구기 국자 주조용의 쇳물 바가지n. , ;( ) wriggle
꿈틀거리다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며;( )

돌아다니다 몸부림,

gargoyle
괴물꼴 홈통 주둥이,

이무깃돌 추한 용모의 사람;
seethe

끓어오르다 펄펄 끓다 비등하다, ,

파도 등이 굽이치다 소용(boil), < > ,

돌이치다

savage
야만적인 야만인의 미개한 토지 장, , ,< ·

소가 황량한> (wild),
panting 헐떡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shrink 오그라들다 주름이 잡히다,

챕터 8 Flight of the Fat Lady



- 8 -

bludgeon

앞 끝을 무겁게 한 몽둥이n. ( )

몽둥이로 치다 괴롭히다 들볶다2 , ,

으르다(threaten)

avid
욕심 많은 탐욕스런 열심인1 , ;

탐내어 갈망하여2 ,

vindictive
복수심 있는 앙심 깊은1 ,

악의에서의 보복적인2 ,
grumpy 성미 까다로운 심술난,

unwitting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1 , ;

부주의한 아랑곳하지 않는,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

decipher

암호 수수께끼를 풀다 해독 번vt. < · > , [

역 하다 고문서 등을] (decode); < >

판독하다(opp. cipher);

상황을 확실하게 하다< >

shrewd
예민한 날카로운, ;

영리한 통찰력이 있는,

dejected 낙심 낙담 한 풀 죽은a. [ ] , sip
액체를 찔끔찔끔 마시다 조금씩< > ,

음미하며 마시다[ ]

dagger 단도 단검 비수, , reenactment 재제정 재연 재현; ;

squabble
사소한 일로 승강이하다vi. ( ) ,

말다툼하다(wrangle
somber

어둠침침한 검은1 (dark), ,

거무스름한 흐린,

wreckage 난파 잔해물 표착물 잔해, ; ,

챕터 9 Grim Defeat

prefect 의 감독생 반장(public school ) , stand guard 보초 서다 감시하다,

in charge 을 맡고 있는 담당의,… disturbance 질서 치안의 소란 소동( · ) ,

immensely 속어 아주 굉장히,《 》 send word 전언하다 보고하다,

163p

squashy 모양이 찌부러진 뭉크러진, buzz 와글와글 하는소리 소문 쓸데없는소리( ); ;

seize 잡다 붙들다, prop
받치다 버티다, ;

지주 버팀목 를 다 괴다[ ] [ ]

burst 갑자기 들어 오다( ) shudder 공포 추위로 떨다 벌벌 떨다( · ) ,

164p

crossly 뿌루퉁하게 심사가 나서, by stealth 남몰래 슬쩍,

prowl 배회하다

165p

linger 남아 있다 떠나지 않고 꾸물거리다, ( ) fraction 조금 적은 일부,

rapt with

attention
열중하여 profile 옆얼굴

166p

herbology 특히 취미로서의 약용 식물 연구( ) flowering 꽃이 있는 꽃이 피는,

shrub 관목 떨기나무( ),灌木

167p

lunatic 미치광이 괴팍스러운 사람 괴짜 바보; , , tail 뒤를 쫓다 미행하다,

pompous 점잔 빼는 거드름 피우는, to cap (it) all 게다가 또 결국에 가서는 필경에는, ,

somber 침울한 우울한, be taken aback 크게 당황하다 놀라다[ ]

exposed 위험 등에 드러난 노출된( ) ,

168p

prospect 성공할 가망
Goodness

knows
누가 알아 하느님께 맹세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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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aunted 겁내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 한, ,

169p

lighthearted
근심 걱정 없는 마음편한, ;

쾌활한 명랑한,
thick

목소리가 불명료한 탁한< > , ;

사투리가 두드러진 심한< > ,

string
물건 어구 등을 나열하다 한 줄로< · > ,

세우다 배열하다,
pushover

쉬운 일 식은 죽 먹기, ;

낙승 약한 상,

bulge 부풀다 불룩하다; wrong-foot
상 가 균형을 잃도록 치다< > ;

구어 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하다《 》

howling
구어 엄청난 터무니없는 단한, ,《 》

(glaring)
smug

독선적인 잘난 체하는, ,

점잖은 체하는 새치름한,

set off 출발하다 at a run 구보로 달려서,

swerve 크리켓 곡구 야구 커브( ) ( ); ( )曲球 loop 공중제비를 하다 원을그리며비행하다;

170p

skid
브레이크를 건 채 미끄러지다( ) ,

비행기가 밖으로 미끄러지다< >
dash 돌진하다

171p

overtax 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다 혹사하다; werewolf 늑 인간

seemingly 겉으로는 표면 외관 상 은, [ ] ( ) restrain oneself 참다 자제하다,

sidelong look 곁눈질 sullen 기분이 언짢은

172p

snout 돼지 등의 코 주둥이( ) , out of turn 때 장소 를 가리지 않고 경솔하게[ ] , ,

insufferable
참을 수 없는 비위에 거슬리는, ,

밉살스러운
know-it-all

아는 체하는 사람( ),

똑똑한 체하는 사람( )

go too far
구어 도를 지나치다 너무 하다,《 》

과장하다[in];
silkily 태도가 부드러운< >

173p

out of earshot 불러서 들리지 않는 곳에 tirade
긴 열변 장광설 격론, ; ,

긴 공격 탄핵 연설[ ]

pensively
생각에 잠긴 곰곰이 생각하는 시름, /

우수 에 젖은 애수를 띤 슬픈[ ] , ,

in a towering

rage
격노하여

bedpan 요강 변기, clench
주먹을 꼭 쥐다< > ,

손을 꽉 움키다< >

bolt upright 똑바로 꼿꼿하게,

174p

puff 숨을 훅훅 불다( ) cackle 버릇없이 낄낄 웃다( )

fumble 손으로 더듬다 찾다 더듬어 찾다, , nudge
물건을 조금씩 슬쩍 움직이다< > [ ] ;

에 가까이 가다< > (near)…

apprehensive 우려하는 염려하는, while away 시간을 빈둥빈둥 한가하게 보내다< > [ ]

175p

mangy
지저분한 초라한 카펫 등이 낡아, ;< >

빠진
cur 똥개 잡종개,

revive 기운을 다시 찾다 soothing
달래는 위로하는 누그러뜨리는, , ,

진정하는

ferocious 구어 지독한 굉장한 맹렬한, ,《 》 pep talk 보통 짧은 격려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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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ger 비틀거리다 갈지자 걸음을 걷다, splatter 물 흙탕 등을 튀기다< · >

176p

lockjaw 파상풍 아관경련(tetanus); form the words 말을 하다

squelch 철벅철벅함 하는 소리[ ] swerve 정도를 벗어나다 에서 일탈하다, ( )…

squint 곁눈질을 하다 실눈으로 보다, commentary
라디오 시사 문제 스포츠 등·TV ( ·【 】

의 해설 실황 방송) ,

a sea of 바다처럼 많음 다량 의 다수 의( ) , ( ), ( ); battered 박살난 뭉거진,

tell apart 구별하다 splash down 착수 하다( )着水

177p

huddle 몸을 움츠리다 into the night 밤까지

exasperatedly 격분해서 성을 내며, inexplicably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알 수 없,

는 일이지만

repel 물 등을 받지 않다 튀겨내다< > , hoarsely 목쉰 쉰 목소리의(husky);

do the trick
목적 달성하다 뜻을 이루다 효과가, ;

있다 잘 듣다,

be numb with

cold
추위로 무감각해지다 추위로 곱다,

urge 몰아 다 급히 서둘게 하다, duck 머리를 홱 숙이다 몸을 홱 굽히다,

streak 번개처럼 달리다 질주하다,
a clap of

thunder
뇌성 우레 소리 벼락 치는 소리, ,

178p

illuminate
조명하다 비추다 밝게 하다 에 등, , ;…

불을 켜다
topmost 위치 지위 등이 최고의 최상 급 의< · > , ( )

sodden 물에 잠긴 흠뻑 젖은, anguish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pelt 서두르다 질주하다, jolt 정신적 충격 쇼크 놀람, ;

shimmer 희미하게 반짝이다 빛나다,
take one's

eyes off
에서 눈을 떼다~

179p

stand aside
종종 명령문으로 옆으로 비켜① 《 》

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다②
swirl

흐름 눈 바람 먼지 등이 소용돌이< · · · >

치다 빙빙 돌다,

for sure 확실히 틀림없이, (for certain) whatsoever 약간의 도 없는( ),…

snap 눈이 번쩍 빛나다< >

180p

squeaky
찍찍 끽끽 소리 내는 앙앙 우는[ ] , ;

삐걱거리는

bloodshot 눈이 충혈된 핏발이 선< > , ;

혈안이 된

square
공명정 한 정정당당한, ,

공평한 정직한;
showers

소나기 갑자기 쏟아지는 눈;

진눈깨비 우박[ ,

181p

beat oneself up 자신을 질책하다 troop out 떼지어 나가다

quaking 떨고 있는 whirl 빙빙 돌리다

182p

matter-of-fact
사실의 실제적인 사무적인, ; ;

평범한 무미건조한,
lurch 갑자기 움직이다move abruptly

come around 의식 건강 따위 을 회복하다[ ] splinter 쪼개다 찢다 분열시키다, ;

챕터 10 The Marauder's Map

beyond repair 수리할 가망이 없는 cabbage 양배추 캐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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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lightest 조금도 않다~

184p

scoff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 (mock),

놀리다
run over

차가 을 치다( ) ~ ,

사람이 차로 을 치다( ) ~

doze 꾸벅꾸벅 졸다 fitful
발작적인 단속적인; ;

성격 등이 변하기 쉬운< >

clammy 이상한 기미가 좋지 않은; pleading 변론 항변,

jerk
갑자기 움직이다 덜커덩 흔들리면서,

나아가다 꿈틀거리다 경련하다; ,
bustle 야단법석 소란;

beside oneself
격정 흥분으로 이성을 잃고( · ) ,

어찌할 바를 모르고[with, for]
spirited

힘찬 생기 있는 용기 있는, , ;

활발한 맹렬한,

185p

skive off 회피하여 떠나다 교묘히 뺑소니치다, fill in 리를 하다

babble 군중의 왁자지껄한 소리;( ) indignation 분개 분노,

186p

a wisp of

smoke
한 줄기의 연기 frail

사람 몸이 무른 여린< · > ; ;

연약한 허약한,

bog 소택지 습지 수렁, ; double back 급히 되돌아가다

smash to bits 산산이 부스러뜨리다

187p

with difficulty 겨우 간신히, wintery =wintry 겨울의 추운 황량한 쓸쓸한; ; ,

infest

쥐 해충 해적 병 등이 에 횡행< · · · > (橫…

하다 만연하다) ; ,行

몰려들다 꾀다 창궐하다, ;

glory in 기뻐하다 자랑으로 여기다;

drain
물을 빼서 말리다< > ;

잔을 쭉 마셔버리다< >

188p

with a snap 찰깍 똑 하며[ ] slip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내려 들어 가다, [ ]

stoop 웅크리다 상체를 굽히다 구부리다, [ ] back off 뒤로 물러서다 뒷걸음질치다;

189p

quite the

contrary
완전히 정반 다. inconvenient

에게 형편이 마땅치 않은 폐가( ) ,…

되는

flatten 의 기를 꺾다 때려 눕히다;… upturn 위로 향함 경기 물가 등의 상승 호전;( · ) ,

out of the

running

이길 승산이 없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이미 고려되지 않는 실격 당한; ;
repossess 다시 손에 넣다 되찾다,

haze 안개 opaline 오팔 같은 유백광을 내는;

flutter
새 등이 날개치다< >

퍼덕거리며 날다about ;《 》

190p

keep company
의 상 동반자 가 되다 와 동행[ ] ;… …

하다
resign 권리 희망 등을 포기 단념 하다< · > [ ]

jerky
갑자기 덜커덩 홱 움직이는[ , ] ,

경련적인 변덕스러운;
bid 인사 등을 말하다< >

humpbacked 곱사등의 꼽추의, festive 축제의 경축의 명절 기분의 즐거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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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p

with a flourish 화려하게 fondly 다정하게 귀여워해서 애정을 담아; ,

wrench 이별 등의 비통 함 고통( ) ( ), know by heart 암기하고 있다

bequeath
작품 문명 등을 후세에 남기다 전< · > ,

하다 to《 》
with a grimace 상을 찌푸리고

let off 쏘다 발사하다, haul off to 항해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바꾸다( )

192p

disembowel
동물의 내장을 꺼내다 의 배를< > , …

가르다
whip

홱 잡아채다 거머쥐다 갑자기 움직[ ];

이게 하다 잡아당기다[ ];

confiscate 몰수 압수 하다 징발하다[ ] ; wind up

비유적 을 죄다 에 활력을~ , ~《 》

불어넣다 수동형으로 사람 을; [ ]《 》

긴장 흥분 시키다[ ]

be up to no

good

못된 일을 꾸미고 있다;

아무 쓸모가 없다
crisscross

십자 모양이 되다;

종횡으로 움직이다

193p

minuscule 소문자의 아주 작은 하찮은; , bend over 몸을 위로 굽히다…

caretaker 학교 등 공공시설의 관리인( ) cave in
건물 동굴 따위가 함몰하다 꺼지( · ) /

다 움푹 들어가다,

crone 쪼그랑 할멈

194p

uncanny
섬뜩한 으스스한 무시무시한, , ,

기괴한 신비한;
impersonation 음성 말투 태도 흉내내기[ , ]

mind
주의하다 유의하다 염두에 두다 조, , ,

심하다

in a sort of

way
다소 얼마간,

miraculous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놀랄 만한, ; ;

기적을 행하는
sniff at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195p

fairly 아주 완전히, hoist oneself 에서 일어서다~ [from]

headfirst 거꾸로 곤두박질로, stumble
발부리가 걸리다 에 채어 비틀, ( )…

거리다

now and then 때때로

196p

lose count
을 잘못 세다 셀 수 없게 되다~ ; ,

의 수를 잊다~
trapdoor 통풍구(weather door)

cellar
지하실 땅광 움 식료품 특히 포도, , 《

주 저장소》
crate 나무 상자

clean out
가게 에서 재고품을 일소하다[ ] ;⑤

장소 를 깨끗이 비우다[ ]
dodge 재빨리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 ,

duck 머리를 홱 숙이다 몸을 홱 굽히다,

197p

edge
비스듬히 나아가다;

서서히 나아가다 움직이다[ ]

suppress one's

laugh
웃음을 참다

succulent
과일 등이 즙이 많은 물기가 많< > ,

은 액 이 많은, ( ) (juicy)液
nougat

누가

설탕 등으로 만든 과자·alm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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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tate
특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공중에( )

떠돌다 떠돌게 하다[ ]
splintery

찢어 쪼개 지기 쉬운 파편의[ ] ;

광석 등이 깔쭉깔쭉한< >

teeth chatter 이가 딱딱 부딪침 squeak 삐걱거리다 끽끽거리다,

toad 두꺼비 bonbon 봉봉 사탕과자,

squeeze one's

way through
을 비집고 헤치며 나아가다[ ]…

198p

squeal
깩깩거리다 울다 비명을 지르다 우는[ ]; ;

소리를 하다
marauder 약탈자 습격자,

ludicrous
웃기는 우스꽝스러운 익살부리는, , ,

가소로운
goggle

눈알이 희번덕거리다< > ;

눈알을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

nick
영 속어 범인 등을 체포하다· < > ,《 》

붙잡다 훔치다;

199p

mullion 에 중간 문설주를 달다

200p

wallop 구타하다 호되게 때리다, broodingly 생각에 잠겨서

blizzard 심한 눈보라 폭풍설, rowdy
사람 행위가 난폭한< · > ,

싸움을 좋아하는 떠들썩한;

warlock 남자 요술쟁이 마법사( ) ,

201p

tankard
손잡이가 달린 큰 잔( ) ;

그 한 잔의 양 음료[ ]

look over the

rim of
너머로 보다~

flurry 눈보라 portly 중년의 사람이 비만한 비 한< > ,

bowler 중산모자

202p

mull
포도주 맥주를 설탕 향료 달걀< · > · ·

노른자 등을 넣어 데우다
mead 벌꿀술

smack
입술을 움직여 입맛을 다시다 혀< > ,

를 차다
currant 작고 씨가 없는 건포도( )

eavesdropper 엿듣는 사람 I daresay 아마 일 것이다~

203p

demur
난색을 표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

반 하다
gruffly 거칠게 쉰소리로 퉁명스럽게, /

204p

ringleader 지도자 주모자, chime in
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화( )

에 끼어들다 논의에 가담하다,

tip off 비밀 정보를 누설하다 밀고하다,

205p

concealment 은폐 은닉 잠복 은신처, ; ; henceforth
앞으로 지금 이제 부터는, [ ] ,

금후로는 차후,

traitor 사람 주의 등에 한 배신자( · )

206p

show[display] 태도를 분명히 하다 기치를 선명히, run for it 도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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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true)

colors
하다 본색을 드러내다;

slash 깊은 상처 벤 상처, fishy 이야기 등이 수상한 의심스러운< > ,

207p

tag around 꽁무니를 따라다니다 head cold 코감기

208p

smithereens 구어 산산 조각 작은 파편,《 》 thickly 말 등이 불명료하게 탁한 목소리로< > ;

limb from limb 종종 과 함께 갈기갈기go, climb《 》 stand a chance 성공 생존의 조짐이 보이다( · ) of《 》

crater
화산의 분화구( ) ;

운석이 떨어져 생긴 구멍( )
sewer 하수구 하수 도 하수 본관( ), ( ),溝

209p

unhinge
정신을 혼란 착란 시키다< > [ ] ;

미치게 하다

mutter to

oneself
혼자 웅얼거리다

eventual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evasively 회피적으로 얼버무려,

chink
잘랑잘랑 댕그랑,

유리나 금속의 서로 닿는 소리《 》

shudder to

think
을 생각하고 몸서리치다…

챕터 11 The Firebolt

cellar 지하실 forearm 팔뚝

pound 둥둥 울리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 ) shudder 진저리 치다

betray 배신하다 snort 코방귀 뀌다

half a dozen 개 개5~6 (cf. dozen - 12 ) leech 에 달라붙어 착취하다~

Dungbomb 똥 폭탄 brood 마음을 앓다 곰곰이 생각하다,

sneak 몰래 살그머니 들어가다, maraud 습격하다

bound 제본한 relevant 관련된

sunken 홀쭉한 살 빠진, savage 물어뜯다 짓밟다,

waxy 창백한 magnificent 멋진 근사한,

hatred 증오 혐오 원한, , mistletoe 겨우살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씀( )

blast 폭파 폭파하다 손상시키다n. v. . holly 호랑가시나무 크리스마스 장식용( )

shrilly 날카롭게 squint 곁눈질

slump 털썩 주저앉다 푹 고꾸라지다, mince pie 고기파이

ginger 황갈색 hoarsely 쉰 목소리로

apprehensive 염려 걱정 하는, anonymously 익명으로

plead 간청하다 frown 찡그리다

abruptly 뜻밖의 불쑥 느닷없는, , exasperatedly 홧김에

interject 말 따위를 불쑥 끼워 넣다( ) maliciously 악의 있는 심술궂은,

grip 이해 파악, moldy 케케묵은

yellow-belly 겁쟁이 tail coat 연미복

mongrel 잡종 혼혈아, sullen 부루퉁한

enchant 마법을 걸다 reluctantly 마지못해

waistcoat 조끼 tug 잡아당기다

fling-flung-flun

g
내던지다 내뻗다, vulture 독수리

sob 흐느껴 울다 stuffed 박제한

aghast 깜짝 놀라서 swap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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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조사 Inner Eye 영적인 눈

chomp 어적어적 씹음 axman 나무꾼 도끼를 쓰는 사람,

ooze 흘러나오다 affront 모욕

jinx 불운 reckon 판단 간주하다,

defiantly 도전적으로 salamander
불도마뱀 불 속에 산다는 전설의 괴(

물)

챕터 12 The Patronus

refuge 피난하다 bonfire 화톳불

confiscate 압수하다 scandalized 모욕당한

palmistry 손금 strangled 숨 넘어 갈 듯

armor 갑옷 petrify 돌같이 굳게 하다 경직시키다,

haughtily 거만하게 spiky 끝이 뾰족한

march 걷다 cackle 깔깔 는 웃음소리

heave 들어 올리다( ) halt 멈춰서다

comb 뒤지다 샅샅이 찾다, hover 맴돌다 붙어있다,

lurk 숨다 orb 구 원,

apprehensive 염려하는 rekindle 다시 기운을 돋우다

conjure 마물 영혼 등을 불러내다( , ) detour 우회로

shield 수호자 방패, plinth 주춧돌

incantation 주문 Arithmancy 숫자점

wisp 줄기
Rune

dictionaries
고 문자 사전

dissolve 환영 공포 따위가 희미해지다( , ) fathom 탐색하다 파헤치다,

astound 놀라게 하다 imperceptibly 눈 깜짝할 사이에

rot 썩음 transfiguration 변신

cackle 깔깔 는 웃음소리 avert 눈 얼굴 따위를 돌리다( , )

halt 멈춰서다 badger 괴롭히다 조르다,

hover 맴돌다 붙어있다, feeble 약한 힘이 없는,

orb 구 원, dispiritedly 낙심해서

rekindle 다시 기운을 돋우다 bay 궁지

detour 우회로 plinth 주춧돌

챕터 13 Grynffindor Versus Ravenclaw

snuff
코로 들이쉬다 개 말 등이;< · >

코를 실룩거리다 맡다,
pinpoint

핀 끝 뾰족한 것1. ;

하찮은 것 조금 소량2 ; ,

indignant 분개한 성난, budding
눈트기 시작한 나타나기 시작한, ,

신진의

tribute
감사 칭찬 존경 애정 의 표시[ , , ]

증정물 바치는 물건,
sabotage 사보타주 파괴 방해 행위, [ ]

blur
흐리게 하다 눈을 흐리게 하다, .

더럽히다
tumult 소란 떠들썩함 소동 법석1 , , ,

fervent 열렬한 강렬한, lurch 갑자기 기울어짐 갑자기 비틀거림;

lurk 숨다 숨어 기다리다 잠복하다; ; veer
사람 차 도로 등이 방향을 바꾸< · · >

다 의견 신념 등이 바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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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istic
탄도 학 의 비행물체의1 ( ) ;

미 구어 격노한2 ·《 》
plunge

던져 넣다 내던지다. .

찌르다 가라앉히다.

gaggle 거위떼 꽥꽥 우는 소리, hatchet 전투용 도끼

extricate 구해내다 탈출시키다,

챕터 14 Snape's Grudge

board up 판자로 두르다 막다[ ] bustle up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다 서두르다[ ] ;

270p

menace 위협하다 으르다 협박하다, , dismissive 각하하는 거부하는 듯한 부정적인, ( ),

wealth 풍부 다량 다수, , of《 》 draft 틈새 바람 외풍,

pull down
을 끌어내리다 건물 따위 를~ [ ]① ②

부수다
scamper

재빨리 달리다 뛰어 들어가다[ ]

급히 사라지다 질겁하여 달into ; ,《 》

아나다

271p

be in disgrace

with

의 눈 밖에 나다 나 있다~ [ ],

노여움을 사다 사고 있다[ ]
leer 곁눈질하다 추파를 던지다 흘기다, ;

in store
에게 닥치려 하고 기다리고( ) ,…

for :《 》
barn owl 가면올빼미

at the sight of 을 보고 을 보자,… …

273p

put out 어리둥절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ferret 흰 족제비

pang 마음의 고통 비통 상심, , of《 》

274p

interject
말 따위를 불쑥 끼워 넣다 던져< > ,

넣다 사이에 끼우다,
doggedly 완고한 끈덕진,

bite off more

than one can

chew

분에 넘치는 힘에 겨운 일을 하려고[ ]

하다

stand a good

chance
의 승산 가망 이 충분히 있다(~ ) [ ] ( )

have

the[one's]

heart in the

right place

본성은 착한 사람이다 마음속은,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다
stick up for

을 지지 변호 하다 에게 유리[ ] ,… …

하게 말하다

275p

reckon 생각하다 추정하다,

276p

out of earshot 들리지 않는 곳에 smoothe out 의 주름을 펴다…

squint at 흘끗 보다 잠깐 보다,
what are you

up to?
뭐하고 있냐

277p

break off 갑자기 말 일 을 중지하다[ ] disquiet 사회적 불온 동요 불안 걱정( ) , ; ,

shake off 따돌리다 double back 급히 되돌아가다

278p

chute
비탈진 수로 낙숫물 도랑, ,

활강 사면로
prod 찌르다 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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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힘 능력 지력 등을 작용시키다< · · > ,

사용하다 발휘하다,
apiece

하나에 하여 한 사람에 하여, ,

각자에게

280p

splat
철벅 철썩 물 등이 튀거나 젖은, 《

것이 표면에 부딪치는 소리》
bulging 불룩 솟아 있는

puddle
빗물 등의 웅덩이 액체의 작은( ) , ( )

웅덩이
yield 작물 제품 등을 산출하다 내다< · > ,

sludge 진흙 진창,

281p

blunder 걸려서 넘어질 뻔하다
double up with

laughter
우스워서 몸을 자지러뜨리다

pirouette 무용 한 발끝으로 돌기【 】

run at a

breakneck

speed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다

282p

giveaway 포기 비밀 정체 등의 누설 폭로/ ( · ) ,

283p

apparition 유령 망령 환영, , hallucination

환각 환상(cf. ILLUSION); ;

잘못된 생각 신념 신앙 인상[ , , ];

곡두 망상 착각, (delusion),

284p

glint 반짝이다 반짝반짝 빛나다 반사하다, ; a cut of
구어 보다 나은 한 수 위인~ , ; ~《 》

을 할 사람은 아닌

set no (great)

store by
을 경시하다 업신여기다,… swollen

신이 난 뽐내는 가슴이 벅찬, ; ;

자만하는

285p

sallow
안색이 병적으로 누르께한( ) ,

흙빛의 혈색이 나쁜,
get cold feet 무서워하다 주눅 들다;

286p

impassive
무표정한 감정이 없는 감동 없는, , ,

열성 없는 태연한 냉정한 침착한; , ,

keep one's

(big) nose out

of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다

dumbstruck 놀라서 말도 못하는

챕터 15 The Quidditch Final

parchment 양피지 mutter 중얼거리다 불평을 말하다,

damp 축축한 습기, parlmistry 수상술 손금보기,

smudge 더러움 얼룩 때 흐릿한 윤곽, , , quiver 떨리듯 흔들리다 떨기 진동( ) , ,

fling 던지다 팽개치다flung, , snort 말이 콧김을 내뿜다 콧방귀 뀌다( ) ,

awkwardly 어색하게 서투르게, snigger 불쾌한 기분이 들게 웃다( )

numb
얼어서 곱은 언( ) , ,

슬픔 피로등으로 감각을 잃은 무딘( , ) ,
rustle

종이 등이 살랑살랑 소리내다( ) ,

움직이다

verdict 평결 답신 판정, , murmur
나뭇잎 등의 사각사각하는 소리 낮( ) ,

은 속삭임 중얼거림,



- 18 -

derisively 조롱하며 비웃으며, mundane 이승의 현세의 평범한, ,

blubber 엉엉 울다 cram
좁은 곳에 밀어넣다 포식시키다( ) ,

속어 에게 거짓말을 하다( ) ~

pathetic 감상적인 애처로운, tug 세게 당기다 끌다( ) , .

furious 노하여 펄펄 뛰는 격노한 맹렬한, , gauzy 얇게 비치는 엷은,

muster 소집하다 모이다 집합하다, dewy 이슬 맺힌

stagger 비틀거리다 동요하다, obsess 망상이 사로잡다 귀신이 붙다( ) , ( )

flabbergaste 깜짝 놀라게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enmity 적의 원한 립, ,

foul 더러운 악취가 나는, sabotage 파괴행위 방해,

wand 지팡이 culminating

bewilder 당황하게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leek

식물 부추( )

굴욕을 참다eat the leek

아무 가치도 없는not worth a leek

shirilly sprout 싹트다 내밀게 하다, ,

goggle
눈알이 희번덕거리다 눈을( ) ,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
sticking 끈적거림 들러붙음,

reprovingly slouch 앞으로 수그림 몸을 구부리다,

grin
이를 드러내놓고 싱긋 웃다.

아픔 분노 멸시등 이를 드러내다( , , )
exuberant 열광적인 열의가 넘치는,

contentment 만족 흡족함 안도감, , writhe 몸부림치다 비틀다 몸부림, ,

arithmancy 점 goblet 굽 달린 잔

divination 예언 예견, , prowl 먹이를 찾아 헤매다( )

squeake 찍찍 울다 어린아이등이 엉엉 울다, ( ) snatch up 늘름 집어 들다

wail 울부짖다 통곡하다, peer out 밖을 응시하다<-> peer in

reckon 수를 세다 계산하다 열거하다( ) , , squint 사시 의 곁눈질하다( ) ,斜視

cracking up

박장 소 하다.

구어 굉장히 좋은cracking : ( ) ,

아주 멋진

gigantic 거 한,

rickety

가구등이 흔들흔들하는( )

사람이 관절이 약한( )

낡아빠진 황폐한,

trotting 빠른 걸음으로 가다

impair
가치 건강 힘등을 감하다( , , ) ,

약하게 하다
groan 신음소리 끙끙거리다,

wriggly 몸부림치는 꿈틀거리며 돌아다니는, skid 미끄러지다 급속히 떨어지다물러가다, ,

brandishing 칼 창등을 휘두르다 과시하다( , ) , glimmer 희미하게 빛나다 희미한 빛.

serpent 뱀 뱀같이 음험한 사람, flatten 평평하게 하다

roar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unrestrainedly 억제되지 않은 거리낌없는,

broom 비 자루 브러시, tangled 얽힌 헝클어진 혼란을 일으킨, ,

boo 야유하다 hoarsely 떠들썩하게 목이쉬어서,

shriek 새된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rosettes 장미꽃무늬

unprovoked 자극되지 않은 까닭없는, swerve 에서 빗나가다 정도를 벗어나다( ) ,

howl
큰소리로 짖다 울부짖다, ,

바람등이 윙윙거리다( )
cartwheeled

달구지등의 수레바퀴 바퀴처럼 움직( ) ,

이다

hover 공중을 맴돌다 배회하다 주저하다, , unbiased 선입관이 없는 편견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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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nch 악물다 주먹을 꼭 쥐다, ( ) collided 충돌하다 부딪치다,

streaking
스트리킹 벌거벗고 중 앞을 달리(
기)

clutchy
긴장 초조 불안 하기 쉬운( , ) ,

신경을 건드리는

pelt 돌등을 내던지다 몰아가다( ) , swoop 공중으로부터 급하강하다( )

spur 박차를 가하다 박차,

챕터 16 Professor Trelawney's Prediction

euphoria 행복감 도취감, rummage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

sultry 무더운 gape 놀람으로 입을 딱 벌리다 틈( ) ,

propel 추진하다 몰아 다, frantic 광란의 미친 사람 같은,

enticing 마음을 끄는 tufts 실 머리털 등의 술 다발( , ) , ,

waft 향기 gleaming 어스레한 희미한,

swagger 으스 다 오만한 태도로 걷다, feeble 연약한 허약한,

sneer 비웃다 냉소하다, paw 손 발,

retrieve 되찾다 만회하다, berserk 광포한

bemoan 슬퍼하다 탄식하다, rumble 꾸르륵거리다 우르르 울리다,

tortoise 남생이 거북, thud 쿵 덜컥 쿵하는 일격, ,

flobberworms sway
흔들리다 동요하다 동요시키다, , ,

흔들림 동요,

flourish 번창하다 무성하다, offhand 되는 로 무심코,

avert 피하다 막다, clamber 기어올라가다

pinstripe 가는 세로줄 무늬 sag 가라앉다 느슨해지다 처지다, ,

cast an eye over 을 강 훓어 보다~ seizure 압류 강탈 체포, ,

strap 가죽 끝으로 잡아매다 legible 읽기 쉬운

squint 사시의 hump 혹 난관 위기, ,

nudge 주의를 환기시키다 슬쩍 찌르다, astounded 몹시 놀라

tether 밧줄로 잡아매다 매어 두다, cloak 망토

챕터 17 Cat, Rat, and Dog

transfix
선채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다
filthy 더러운

howling 울부짖는 matted hair 헝클어진 머리

choke 감정 눈물을 억누르다( , ) corpse 시체 송장,

wriggle 몸부림치다 taunt 비웃음 모욕,

halt 멈추다 cling 매달리다

writhe 몸을 비틀다 몸부림치다( ) , askew 비뚤어져

slink 살금살금 걷다 fray 싸움

glint 반짝이다 번득이다, livid 검푸른

eerie 섬뜩한 무시무시한, bruise 멍

squeak 쥐 따위가 찍찍 울다( ) convulsive 필사의 사력을 다해,

pelt 내던지다 crumple 쭈글쭈글하다

sprint 단거리를 역주하다 단거리 경주( ) , deft 능숙한

stink 불쾌하다 valiant 용감한

skid 옆으로 미끄러지기 four-poster 주식 침4

sprawl 큰 자로 드러눕다 execute 사형 집행하다 처형하다,

lump 한 덩어리 shriek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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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 헐떡거리다 숨차다, grope 손으로 더듬어 찾다

keel 넘어뜨리다 lethal 치명적인

whirl 빙빙 돌다 머리가 핑 돌다, ( ) knuckle 할퀴다

daze 멍 하게 하다 slither 주르르 미끄러지다

lunge 돌진하다 knot 판자 목재의 옹이( , )

brute 짐승 bobbed 꼬리를 자른

drag 끌다 shack 오두막

rag doll 종이 봉제 인형, grit 이를 악물다

챕터 18 Moony, Wormtail, Pad foot, and Prongs

absurdity 부조리 어리석은 짓, convulsive 경련성의 발작적인.

claw 손톱 발톱 으로 할퀴다 움켜쥐다( ) , piglet 새끼 돼지

pant 헐떡거리다 숨차다. hollow 속이 빈 오목한,

nutter 이상한 사람 바보, unhinge 흐트러지게 하다 경첩을 떼다~ .

marvel 이상하게 여기다 놀라다 감탄하다, , inwardly 내부에 마음속으로,

sober 침착한 맑은 정신의 절제하는, , fledged
깃털이 다 난 날아갈 수 있을만큼,

성장한 사람 다 자란, ( )

precaution 조심 경계 예방조치, , rapt 넋을 빼긴 황홀한,

shun 피하다 멀리하다, prod 찌르다 자극하다,

챕터 19 The Servant of Lord Voldemort

leap 도약하다 뛰다 갑자기 바뀌다; ; suppress 억압하다 진압하다 억누르다 참다; ; ;

grudge 인색하게 굴다 시기하다; fanatically 열광적으로

paralyze 마비시키다 무효케 하다; crumple 구기다 압도되다;

vengeance 복수 앙갚음, inspect 조사하다 검열하다;

jolt 덜컹거리다 에 충격을 주다; ~ croak 쉰 소리 불평 목쉰 소리를 내다; ;

arrange 정리하다 준비하다; unkempt 단정하지 못한 빗질하지 않은;

linger 떠나지 못하다 질질 끌다; frequently 종종 빈번히,

pasty 창백한 활기가 없는; mirthless 즐겁지 않은 음울한,

flinch 주춤하다 움찔함; innocent 순결한 결백한;

contort 비틀리다 왜곡하다; venomous 독이 있는 유해한;

bluff 에 허세부리다~ defiant 도전적인 반항적인 무례한, ;

recoil 반동 되돌아오다 움찔함; ; assume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나타내다;

revulsion 감정 따위 격변 혐오감( ) ; wrench 비틀다 왜곡하다;

stagger 비틀거리다 주저하다; vermin 해충 사회의 해충;

manacle 구속 수갑 속박하다; ;

챕터 20 The Dementor 's Secret

entrant 신입자 참여자, creep
오싹한 소름끼치는, ,

꾸물꾸물 움직이는

loll 혀 손발 머리 축 늘어뜨리다( , , ) protrude 내밀다 튀어나오다,

gaunt 수척한 몹시 마른, dart 날아가다 던지다 쏘다, ,

savage 황량한 거친 야만적인, , ( ) tramp 쾅쾅거리며 걷다 밟아 뭉개다,

collide 충돌하다 부딪히다, sprout 싹트다 나기 시작하다,

transfix 무서워서 꼼짝 못하다 수동형( ) gallop 말 질주하다 전속력으로 달리다( ) ,

midair 공중 중천, yelp 개 등이 깽깽 울다 비명을 지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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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e 꿰뚫다 꽂히다 꿰뚫어 보다, , feeble 몸 연약한 힘없는 빛 희미한( ) , ( )

conjure 마술을 부리다 마법을 걸다, grope 손으로 더듬다 암중모색하다,

muster 불러일으키다 소집하다,

챕터 21 Hermione 's Secret

nasty 불쾌한 더러운 싫은, , wangle 책략으로 손에 넣다 꾸미다,

blind spot 맹점 out-of-bounds 제한 구역 밖의 엉뚱한,

groggy 비틀거리는 불안정한, retreat 물러가다 후퇴하다,

consort 사귀다 일치하다 조화하다, , gag 에 재갈을 물리다~

bound 튀다 튀어오르다, conjure 마력으로 좌우하다 불러내다,

gnawing 갉아먹는 괴롭히는, blur 희미해지다 흐려지다,

ward 보호 감독 병실 병동, , , squint 곁눈질로 보다

petrify 돌같이 굳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ajar 문이 조금 열리어

briskly 활발히 기분좋게, boulder 둥근 돌 옥석,

grimly 엄격히 agitated 흥분한 동요한,

ordeal 호된 시련 imploring 애원하는

distress 괴롭히다 지치게 하다, sputter
푹푹 내뿜다 입에서 침을 취기다 빠, ,

른 말로 지껄이다

stem 저지하다 막다, consult 의견을 듣다 참고하다 시계를 보다, , ( )

upturned 위로 향한 뒤집힌 파헤쳐진, , screw up 불러일으키다 쥐어짜다,

skirt 둘러싸다 언저리를 따라 나아가다, pant 헐떡거리다

fervent 뜨거운 타는 듯한 열렬한, , tether 매다 속박하다,

meddle 간섭하다 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executioner 실행자 사형집행인, vault 뛰어넘다

condemned 비난된 유죄를 선고받은 저주받은, , fumble 더듬다 서투르게 다루다,

behead 목을 베다 참수하다, reedy 높고 날카로운

wrench 세차게 비틈 비틀다 접질리다, , grudging 인색한 마지못해 하는 싫어한, ,

trot 속보 빠른 걸음, intently 열심히 오로지,

swish 휙 움직이다 휘두르다, thud 털썩 쿵 추락, ,

clump 수풀 덤불, wallop 패다 강타하다 허둥 다, ,

filthy 불결한 더러운, prod 찌르다 자극하다,

knot 매듭 끈 무리 분파, , , sanity 정신이 멀쩡함 건전함,

rustle 바스락거리다 clamber 기어오르다

canter 느린 구보로 나아가다 skid 미끄러지다

bolt 빗장을 걸어 잠그다 contented 만족하고 있는 느긋해 하는,

yelp 캥캥하고 울다 소리치다, irresolute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swarm 떼를 짓다 모여들다, hoove 가죽의 고창증( )

antlered 가지진 뿔이 있는 ferret 찾아내다 수색하다 괴롭히다, ,

sleek 매끄러운 맵시있는 단정한, , fling 던지다 내뻗다,

battlement 총안이 있는 성가퀴 paw 앞발로 할퀴다 거칠게 다루다,

챕터 22 Owl Post Again

tug 세게 당기다 당기다( ) , batter 때려 부수다 강타하다 타자, ,

wrench 비틀기 꼬기, pore 숙고하다 연구하다 주시하다, ,

daresay =I dare say werewolf 늑 인간

cackle 꽥꽥 쓸데없는 잡담 수다, , distract 마음을 어지럽히다 혼란시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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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terous 사람행위파도바람 등이 거친 사나운( , , , ) , aghast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tuck 밀어넣다 걷어올리다, conjure 요술로 하다 마법을 걸다~ ,

jangle
땡땡 울리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다
impenetrable 꿰뚫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roar 사자등이 으르렁 거리다( ) outage
정전에 의한 기계의 운전 정지( ) ,

사용불능

fury 격노 분노, outwiteed

ward 병동 병실, sanctuary 성전 성역 신성한 장소, ,

stride 큰 걸음으로 걷다 shrewd 예민한 날카로운 약삭빠른, ,

spit 꼬챙이 삽 침을 뱉다 내뱉듯이 말하다, , ( ) , fluffy 푹신한 솜털의 복슬복슬한, ,

bristle 억센 털 머리칼 등이 곤두서다, ( )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

swish 휘두르다 beak 부리 속어 교장 교사, , ,

puff 훅 불기 숨 입김, , dignified 위엄 있는

tentacle 촉수 더듬이 촉각, , jinx 불운을 가져오는 재수 없는 것 불운( ) ,

thread 실 바느질 실 줄거리, , ribble 군중 혼란스러운 말,

stag 수사슴 수컷동물, hoot 야유하는 소리 부엉붕엉,

gallop 급속도 급진행되는 기간, affectionate 애정이 깊은 자애로운,

resign 사임하다 사직하다 운명등에 따르다, , ( ) hereby 문어 이로써 이에 의하여, ,《 》

purr
고양이등이 그르렁거리다( ) ,

만족스런 듯이 말하다
snarl 개등이 으르렁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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