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함께하는 영어 원서 읽기!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영어 원서 단어장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화제를 몰고 왔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므로 

     꼭 영화를 보고 원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멈추지 마세요. 

     전체 맥락을 잡아가면서 쭉~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렵겠지만 단어장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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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THE BOY WHO LIVED

★★ mustache [mʌ́stæʃ] n. 콧수염

 crane [krein] vi. 목을 길게 빼다

 gossip [gɑ́sip] vi. 잡담(한담)하다

★ tawny [tɔ́ːni] n. 황갈색; a. 황갈색의

★★ tantrum [tæ ́ntrəm] n. 언짢은 기분, 짜증

★★ jerk [dʒəːrk] vt. 갑자기 움직이다(당기다, 밀치다, 찌르다, 비틀다)

 getup [ge ́tʌ̀p] n. 꾸밈새, 옷차림

 weirdo [wíəːrdou] n. (pl. ∼s)기인, 별난 사람

 enrage [enre ́idʒ] vt. 노하게 하다

★★ owl [aul] n. 올빼미

★ swoop [swuːp] vi. (공중으로부터) 내리 덮치다, 달려들다, 덤벼들다

 bun [bʌn] n. 롤빵, 둥근 빵

 nephew [ne ́fjuː] n. 조카

★★ squeaky [skwíːki] a. 찍찍하는, 삐걱 소리를 내는

★★ rattle [rǽtl] vi. [구어] 흥분시키다, 놀라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downpour [-́pɔ̀ːr] n. 억수, 호우

★★ grin [grin] n. 싱긋 웃음; v. 싱긋 웃다

★★ sink [sæŋk] vi. 가라앉다, 침몰하다, 내려앉다

★★ drift [drift] vi. 표류하다, 떠돌다

★★ pop [pɑp] vi. 불쑥 나타나다

★★ twitch [twitʃ] vi. (손가락·근육 따위가) 씰룩거리다

★★ buckle [bʌ́kəl] vt. (죔쇠로) 죄다; 휘게 하다, 뒤틀다

★★ sparkle [spɑ́ːrk-əl] vi. 불꽃을 튀기다, 번쩍이다, 번득이다

★★ crook [kruk] vt. 구부리다, (활처럼) 굽히다

★★ rummage [rʌ́midʒ] vt. 샅샅이 뒤지다(찾다)



                                                              

★★ chuckle [tʃʌ́kl] vi. 낄낄 웃다; (혼자서) 기뻐하다

★★ mutter [mʌ́təːr] vi. 중얼거리다

 pinprick [pínprìk] n. 콕 찌름, 작은 지점

 beady-eyed a.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작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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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ck [brik] n. 벽돌

★ irritable [i ́rətəbəl] a. 성미가 급한

★★ bound [baund] a. 묶인, 결합된, …하지 않을 수 없는 (~ to do); n. 경계선; vi. 튀다, 뛰어오르다

★ downright [-́ràit] a. 명백한; 솔직한, 노골적인

★★ flinch [flintʃ] vi. 주춤(움찔)하다, 겁을 내다

 exasperate [igzǽspəre ̀it] vt. 노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 blush [blʌʃ] vi. 얼굴을 붉히다

 earmuff [- ́mʌ̀f] n. (보통 pl.) (방한·방음용) 귀 덮개, 귀 가리개

★★ gasp [gæsp] v.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놀람 따위로) 숨이 막히다

★★ glum [glʌm] a. 음울한, 시무룩한

 falter [fɔ́ːltər] vi. 비틀거리다, 발에 걸려 넘어지다; 머뭇거리다, 움찔하다; 말을 더듬다

★★ bring [briŋ] vt. 가져오다, 데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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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ak [klouk] n. 외투, 망토

★★ grudging [grʌ́ʤiŋ] a. 인색한, 마지못해 하는

★★ rumble [rʌ́mb-əl] vi. 우르르 울리다,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나다

 astride [əstráid] a. (…에) 걸터앉아, 올라타고; 두 다리를 쩍 벌리고

★★ tangle [tǽŋg-əl] n. 엉킴, 얽힘; vt.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muscular [mʌ́skjələːr] a. 근육의, 근육이 늠름한, 억센

★ swarm [swɔːrm] vi. 떼(를)짓다; 가득 차다, 많이 모여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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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black [ʤe ́tblǽk] a. 흑석색의, 새까만

 come in handy (언젠가는) 쓸 데가 있다

★★ shaggy [ʃæ ́gi] a. 털북숭이의, 털이 텁수룩한

★★ howl [haul] n. 짖는 소리; 신음 소리; vi. (개·이리 따위가) 바람이 윙윙거리다

 get a grip on oneself 정신을 차리다, 마음을 잡다

 gingerly [ʤínʤərli] ad. 지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 twinkle [twíŋk-əl] vi. 반짝반짝 빛나다

 slink [sliŋk] vi. 살금살금(가만히) 걷다

★ breeze [briːz] n. 산들바람, 미풍

★★ prod [prɑd] vt. 찌르다, 쑤시다

 pinch [pintʃ] vt. 꼬집다; 괴롭히다

Chapter 2. THE VANISHING GLASS

 lit [lit] a. 빛나는, 불 켜진 (light의 과거·과거분사)

 mantelpiece [mǽntlpìːs] n. 벽난로의 장식

★ bonnet [bɑ́nit] n. 보닛(턱 밑에서 끈을 매는 어린이용의 챙 없는 모자)

 carousel [ker ̀use ́l] n. 회전목마

★ shrill [ʃril] a. (소리가) 날카로운, 새된, 높은

★ rap [ræp] vi. (문, 테이블 따위를) 톡톡 두드리다

★★ screech [skriːtʃ] vi. 날카로운(새된) 소리를 내다, 비명을 지르다

★★ groan [groun] vi.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 knobbly [nɑ́b(l)i] a. 마디가 많은, 혹이 많은

 pig in a wig 가발을 뒤집어쓴 돼지

 wolf down 먹어대다, 게걸스럽게 먹다

★ slug [slʌg] n. 민달팽이

★★ snap [snæp] vi. 덥석 물다, 낚아채다, 뚝 끊다

★★ snarl [snɑːrl] vi.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 wail [weil] vi. 소리 내어 울다, 울부짖다

★★ frantically [fræ ́ntikəli] ad. 미친 듯이, 광포하게

★ scrawny [skrɔ́ːni] a. [구어] 야윈, 앙상한

★★ bang [bæŋ] n. 강타하는 소리(딱, 탕, 쾅), 강타, 타격; (주로 pl.) 단발의 앞머리

★ baggy [bǽgi] a. 자루 같은, 불룩한, 헐렁한

 shear off 잘라내다, (가위로) 베다

 puppet [pʌ́pit] n. 작은 인형; 꼭두각시

 hoodlum [hu ́ːdləm] n. [구어] 건달, 깡패

★ gigantic [ʤaigæ ́ntik] a. 거인 같은, 거대한

 beet [biːt] n. [식물] 사탕무

★★ snigger [snígəːr] (=snicker) vi. 낄낄 웃다, 숨죽여 웃다

 knickerbocker glory 영국산 아이스크림. 파르페와 선데 아이스크림의 일종. 디저트로 잘 먹는다.

★ reptile [re ́ptil] n. 파충류

★★ slither [slíðəːr] vi. 주르르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가다

 python [pa ́iɵɑn] n. 비단뱀

★★ glisten [glísn] vi. 반짝이다, 빛나다

 whine [hwain] vi. 낑낑거리다; 애처로운 소리로 울다, 흐느껴 울다

★★ knuckle [nʌ́kəl] n. 손가락 관절(마디)

 snooze [snuːz] v. 꾸벅꾸벅 졸다

★★ moan [moun] vi. 신음하다, 끙끙대다; n. 신음 소리, 끙끙대기

★★ shuffle [ʃʌ́f-əl] vi. 발을 질질 끌다, 지척거리다

 boredom [bɔ́ːrdəm] n. 권태, 지루함

★ vigorous [vígərəs] a. 원기 왕성한, 활발한

 waddle [wɑ́dl] vi. 뒤뚱거리며 걷다

 gibber [ʤíbər] vi. 더듬거리며 말하다

★★ sneak [sniːk] vi. 몰래(살금살금) 움직이다, 몰래 내빼다



                                                              

★ weird [wiəːrd] a. 수상한, 불가사의한

Chapter 3. THE LETTERS FROM NO ONE

 crutch [krʌtʃ] n. 목발

 trip [trip] vi. 헛디디다, 발이 걸려 넘어지다; n. 여행

★★ maroon [məru ́ːn] a. 밤색(적갈색)의

 knickerbocker [ni ́kərbɑ̀kər] n. 무릎 아래에서 졸라매는 낙낙한 짧은 바지

 boater [bo ́utər] n. 밀짚모자; 보트 타는 사람

★★ gruff [grʌf] a. 우락부락한, 난폭한; (소리·목소리가) 굵고 탁한

 rag [ræg] n. 넝마, 걸레

★★ wrinkle [ríŋk-əl] vt. 주름을 잡다, 찌푸리다

★★ flop [flɑp] n. 툭 떨어뜨림(떨어지는 소리); vt. 툭(털썩) 던지다, 탁 때리다

★★ poke [pouk] vt. 찌르다, 쑤시다

★★ dodge [dɑdʒ] v. 홱 피하다, 날쌔게 비키다

 twang [twæŋ] vt. 윙하고 울리다, 현을 퉁겨 울리다

★★ parchment [pɑ́ːrtʃmənt] n. 양피지

 seal [siːl] n. 봉인, 증인(證印)

 coat of arms (옛날 기사들이 갑옷 위에 새긴)문장, 문양

 badger [bǽdʒər] n. 오소리

★★ rip [rip] vt. 쪼개다, 째다, 찢다

★ snort [snɔ́ːrt] v. 콧김을 뿜다, 콧방귀 뀌다

★ flip [flip] v. (손가락으로) 튀기다, 가볍게 치다; (~ over) 열중하다

★★ snatch [snætʃ] vt. 와락 붙잡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 sneer [sniəːr] vi. 냉소(조소)하다; 비웃다, 비꼬다

 porridge [pɔ́ːridʒ] n. 포리지 (오트밀에 우유 또는 물을 넣어 만든 죽)

★★ clutch [klʌtʃ] vt. 잡다, 단단히 쥐다; 붙들다, 부여잡다

★★ croak [krouk]
vt. 음산한 소리로 말하다, 쉰 소리로 말하다; vi. (까마귀 등이) 깍깍 울다, 목쉰 소리

를 내다



                                                              

★★ choke [tʃouk] vt.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숨을 막히며 말하다, 겨우 말을 내뱉다

★ scruff [skrʌf] n. 목덜미

★★ dangle [dǽŋgəl] vi. 매달리다, 흔들흔들하다

★★ quiver [kwívər] vi. 떨리다, 흔들리다

★★ squeeze [skwiːz] vt. 죄다, 압착하다, 꽉 쥐다

 swap [swɑp] vt. 교환하다, 바꾸다

 bawl [bɔːl] vt. 고함치다, 외치다

 whack [hwæk] vt. (지팡이 따위로) 철썩 때리다, 세게 치다

 tortoise [tɔ́ːrtəs] n. 거북

 strangle [stræ ́ŋg-əl] vt. 교살하다, 질식(사)시키다

 wheeze [hwiːz] v. 씨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다

★★ creep [kriːp] vi. 기다, 포복하다, 살금살금 걷다; n. 김, 포복; (보통 the ∼s) 섬뜩한 느낌

★★ tread [tred] (tread-trod-trod) vt. 밟다, 걷다, 지나다

★ squashy [skwɑ́ʃi] a. 물컹거리는, 찌부러지기 쉬운

 shred [ʃred] v. 조각조각으로 찢다, 갈가리 찢다

 whiz [hwiz] v. 윙하고 소리 나다(발사하다), 붕 날다

★★ pelt [pelt] vt. 내던지다, 연타하다, 퍼붓다

★★ duck [dʌk] v. (물새 따위가) 물속에 쑥 잠기다, 홱 머리를 숙이다; n. 오리

★★ wrench [rentʃ] vt. (갑자기, 세게) 비틀다, 비틀어 돌리다

★★ sniffle [sníf-əl] vi. 코를 훌쩍이다, 훌쩍이며 울다, (코를) 킁킁거리다

 outskirt [a ́utskə̀ːrts] n. 변두리, 교외

★★ snore [snɔːr] vi. 코를 골다

 stale [steil] a. (음식 따위가) 상한, 신선하지 않은

 tinned [tind] a. [영국] 통조림으로 한; 주석 도금을 한

 snivel [snív-əl] vi. 콧물을 흘리다; 코를 훌쩍이다, 훌쩍훌쩍 울다

★★ perch [pəːrtʃ] vi. (사람이) 앉다, 자리를 차지하다



                                                              

 shack [ʃæk] n. 오두막

 amble [ǽmbəl] vi. (사람이) 천천히 걷다

★★ bob [bɑb] vi. (상하 좌우로) 휙휙 움직이다, (머리·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 freeze [friːz] vi. 얼다, 동결하다, 얼어붙다, 몹시 차지다

★★ whip [hwip] vt. 채찍질하다, 때리다

 ration [rǽʃ-ən] n. 정량, 배급(량), (pl.) 식량

 shrivel [ʃríːv-əl] vi. 주름(살)지다, 줄어(오그라) 들다

 splatter [splǽtəːr] v. 절벅절벅 소리를 내다, (물·흙탕 따위를) 튀기다, 철벅거리다

★★ rattle [rǽtl] vt. 왈각달각 소리 나다, 덜걱덜걱 움직이다

 filthy [fílɵi] a. 불결한, 더러운

★ lumpy [lʌ́mpi] a. 덩어리의, 우툴두툴한, 딱딱한

 ferocious [fəro ́uʃəs] a. 사나운, 잔인한; 모진, 지독한

★★ shiver [ʃívəːr] v. 와들와들(후들후들) 떨다; 펄럭이다

★★ creak [kriːk] v. 삐걱거리다, 삐걱거리게 하다

★ crunch [krʌntʃ] v. 우두둑 깨물다; 우지끈 부수다

 crumble [krʌ́mbl] v. 빻다,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Chapter 4. THE KEEPER OF THE KEYS

 skid [skid] v. 미끄러지다

★★ shaggy [ʃæ ́gi] a. 털북숭이의, 털이 텁수룩한

 mane [mein] n.(사자 따위의) 갈기

★★ glint [glint] vi. 반짝이다, 빛나다

★★ budge [bʌdʒ] v. 몸을 움직이다, 조금 움직이다

★ lump [lʌmp] n. 덩어리, 한 조각; [구어] 땅딸보; 멍청이, 바보

★★ squeak [skwiːk] v. (쥐 따위가) 찍찍 울다, 삐걱삐걱 소리 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 crouch [krautʃ] vi. 쭈그리다, 몸을 구부리다; 웅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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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p [ræsp] v. 강판으로 갈다, 삐걱거리게 하다, 쉰 목소리로 말하다

 prune [pruːn] n. [구어] 바보, 얼간이

knot [nɑt] n. 매듭

★★ squash [skwɑʃ] vt. 으깨다, 으끄러뜨리다; 밀어 넣다, 쑤셔 넣다

★★ chuckle [tʃʌ́kl] vi. 낄낄 웃다; (혼자서) 기뻐하다

★★ flicker [flíkər] vi. 명멸하다, 깜박이다; 흔들리다

 sag [sæg] vi. 휘다, 처지다, 축 늘어지다, 내려앉다

 amber [ǽmbər] n. 호박(琥珀), 호박색; a. 호박제의, 호박색의

 sizzle [síz-əl] v. (튀김이나 고기 구울 때) 지글지글하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도록 굽다

 fidget [fídʒit] v. 안절부절 못하다, 불안해하다

 cower [káuər] vi. 움츠러들다, 위축되다

★★ growl [graul] v.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quail [kweil] vi. 기가 죽다, 겁내다

 syllable [síləbbəl] n. 음절, 한마디

★ enclose [enklo ́uz] vt. 둘러싸다, 에워싸다; 넣다, 동봉하다

★★ stammer [stæ ́məːr] vi. 말을 더듬다

★★ quill [kwil] n. 깃촉, 깃촉 펜

★ clamp [klæmp] vt. (꺾쇠로) 고정시키다

★ beak [biːk] n. 새의 부리

★★ grunt [grʌnt] v. (돼지 따위가) 꿀꿀거리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으르렁거리며 말하다

★★ rubbish [rʌ́biʃ] n. 쓰레기, 폐물; 어리석은 짓

★★ shriek [ʃriːk] v. 소리를 지르다, 새된 소리로 말하다

 drat [dræt] vt. [속어] 저주하다

★ scuttle [skʌ́tl] vi. 급히 가다, 황급히 달리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scandal [skǽndl n. 추문, 불명예, 수치

★★ gulp [gʌlp] vt. 꿀꺽꿀꺽 마시다, 쭉 삼켜버리다



                                                              

★ shudder [ʃʌ́dəːr] vi. 떨다, 전율하다, 몸서리치다

★★ cruel [kru ́ːəl] a. 잔혹한, 무자비한

 tosh [tɑʃ / tɔʃ] n. [영국속어] 허튼 소리

★★ clench [klentʃ] vt. (이를) 악물다, (손을) 꽉 쥐다

★★ battered [bǽtərd] a. 박살난, 오래 써서 낡은

★★ blimey [bláimi] int. [영국속어] 아차!, 빌어먹을!, 제기랄!

 codswallop [kɑ́dzwɑ̀ləp] n. [영국속어] 어처구니없음, 난센스

★★ stump [stʌmp]
n. (나무의) 그루터기; vt. (나무를)베어서 그루터기로 하다, 뿌리째 뽑다, 근절하다; 괴

롭히다, 난처하게 하다

 blaze [bleiz] vi. 타오르다, 빛나다

 clout [klaut] vt. [구어] 두드리다, (주먹으로) 때리다

 bully [bu ́li] vt. (약한 자를) 들볶다, 위협하다

 warty toad 두꺼비; 보기 싫은 놈, 어리석은 녀석

★★ beam [biːm] vi. 빛나다; 밝게 미소 짓다

★ ridiculous [ridíkjələs] a. 우스운, 어리석은, 엉뚱한

 crackpot [kræ ́kpɑ̀t] a. 정신이 돈, 별난 생각을 지닌; n. 정신병자

★★ whirl [hwəːrl] v. 빙글빙글 돌리다, 휘젓다; n. 회전, 선회

★★ squeal [skwiːl] vi. 깩깩거리다; 비명을 지르다; n. 끽끽 우는 소리, 비명

★★ roar [rɔːr] vi. (짐승 따위가)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고함치다

 rueful [ru ́ːfəl] a. 슬픈 듯한; 가엾은, 비참한

★★ wand [wɑnd] n. (마술사의) 지팡이

★★ expel [ikspe ́l] vt. 쫓아내다, 물리치다

★★ wriggle [ríg-əl] vi. 몸부림치다, 꿈틀거리다;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Chapter 5. DIAGON ALLEY

★★ scramble [skrǽmb-əl] vi. 기어오르다, 기어가다; 얻으려고 다투다

★★ flutter [flʌ́təːr] vi. 퍼덕거리다, 날개 치며 날다

★ puncture [pʌ́ŋktʃər] v. (바늘 따위로) 찌르다, 펑크 나다



                                                              

★★ enchantment [entʃæ ́ntmənt] n. 마법, 마술; 매혹, 매력

★★ vault [vɔːlt] n. 둥근 천장, 아치형 천장; 지하(저장)실, 금고

 bungler [bʌ́ŋgələr] n. 실수하는 사람, 솜씨 없는 사람

 crikey [kráiki] int. 야, 이것 참

★★ cauldron [kɔ́ːldrən] n. 큰 솥, 냄비

 phial [fáiəl] n. 작은 유리병

★★ broomstick [bru ́(ː)mstìk] n. 빗자루

★★ grubby [grʌ́bi] a. 구더기 따위가 뒤끓는; 더러운

★★ peculiar [pikju ́ːljər] a. 독특한, 고유의; 특별한;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sherry [ʃe ́ri] n. 셰리(스페인산 백포도주)

★★ puff [pʌf] vi. (숨을) 훅 불다, (연기를) 내뿜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다

★★ babble [bǽbəl] n. 떠듬거리는 말, 지껄임, 재잘댐

 hag [hæg] n. 마녀, 간악한 노파

 archway [ɑ́ːrtʃwe ̀i] n. 아치 밑의 통로, 아치 길

 cobble [kɑ́bəl] vt. (도로)에 자갈을 깔다; n. 굵은 돌멩이, 조약돌

 brass [bræs] n. 놋쇠, 황동

 pewter [pju ́ːtər] n. 백랍(주석과 납의 합금)

★★ plump [plʌmp] a. 부푼, 풍만한, 살이 찐

 emporium [empɔ́ːriəm] n. 중앙 시장, 상업 중심지

★★ stack [stæk] vt. 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spleen [spliːn] n. [해부학] 비장

 eel [iːl] n. 뱀장어

★★ totter [tɑ́təːr] vi. 비틀거리다, 기우뚱거리다

 burnish [bə́ːrniʃ] v. 닦다, 갈다, 빛나게 하다

 swarthy [swɔ́ːrði] a. 거무스레한, 가무잡잡한

 heed [hiːd] n. 주의, 유의; v. 주의하다, 조심하다



                                                              

 stool [stuːl] n. 걸상

★★ scribble [skríb-əl] v. 갈겨쓰다; 낙서하다

 ledger [le ́dʒəːr] n. 장부, 원장

★ cram [kræm] vt. 억지로 채워 넣다, 밀어 넣다

★ torch [tɔːrtʃ] n. 횃불, 호롱불

★★ slope [sloup] v. 경사지다, 비탈지다

 maze [meiz] n. 미로, 미궁

★★ plunge [plʌndʒ] vt. 던져 넣다, 던지다, 찌르다; vi. 뛰어들다, 돌입하다, 잠수하다

 stalactite [stǽləktàit] n. 종유석

 stalagmite [stəlǽgmait] n. 석순

★ billow [bílou] vi. 크게 굽이치다; 부풀다; n. 큰 물결

 mound [maund] n. 흙무덤, 작은 언덕

★ extraordinary [ikstrɔ́ːrdəne ̀ri] a. 대단한, 비상한, 보통이 아닌, 비범한; 터무니없는

 fabulous [fæ ́bjələs] a. 믿어지지 않는; 굉장한, 멋진; 전설적인

 infernal [infə́ːrnl] a. 지옥의; 악마 같은

 pick-me-up n. [구어] 기운을 돋우는 음료(음식), 흥분(강장)제

 squat [skwɑt] a. 웅크린, 쭈그린; 땅딸막한; vi. 웅크리다, 쭈그리다

 mauve [mouv] n. 엷은 자주색; a. 엷은 자주색의

 robe [roub] n. 예복, 관복; 길고 헐거운 겉옷

★★ drawl [drɔːl] v. 느리게 말하다, 점잔빼며 말하다

 smuggle [smʌ́g-əl] vt. 밀수하다, 몰래 들여오다

★ servant [sə́ːrv-ənt] n. 고용인, 하인, 부하

 gamekeeper [-́kìːpər] n. 사냥터지기

 befuddle [bifʌ́dl] vt. 정신을 잃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 ingredient [ingríːdiənt] n. 성분, 원료, 재료

 collapsible [kəlæ ́psəbəl] a. 접는 식의, 접을 수 있는



                                                              

 telescope [te ́ləsko ̀up] n. 망원경

 minuscule [mínʌskju ̀ːl] a. 아주 작은; 하잘것없는

★★ rustle [rʌ́s-əl] vi. 살랑살랑 소리 내다, 바스락거리다; 활발히 움직이다

★ peel [piːl] vt. 껍질을 벗기다, 벗겨내다; vi. 벗겨지다

 tinkle [tíŋk-əl] v. 딸랑딸랑 울리다

★★ spindly [spíndli] a. 호리호리한; 허약한

★★ prickle [príkəl] v. 찌르다; 뜨끔뜨끔 쑤시다

 tingle [tíŋg-əl] vi. 따끔따끔 아프다, 쑤시다, 얼얼하다

 swishy [swi ́ʃi] a. 휙 소리를 내는

 willow [wílou] n. 버드나무

 creepy [kríːpi] a. 기어 다니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오싹하는

 mahogany [məhɑ́gəni] n. (식물) 마호가니

★★ nostril [nɑ́stril] n. 콧구멍

★★ flit [flit] vi. 훌쩍 날다; 휙 지나가다, 오가다

★★ crumple [krʌ́mpl] v. 구기다(구겨지다), 쭈글쭈글하게 하다

★★ heap [hiːp] n. 쌓아올린 것, 퇴적, 더미, 덩어리

 maple [me ́ip-əl] n. 단풍나무

 ebony [e ́bəni] n. [식물] 흑단

 holly [hɑ́li] n. 호랑가시나무(가지)

★★ curious [kju ́əriəs] a. 호기심 있는; 진기한, 호기심을 끄는; 기묘한

★★ gawk [gɔːk] vi. 바보짓을 하다; [구어] 넋을 잃고 바라보다(~at) 

Chapter 6. THE JOURNEY FROM PLATFORM NINE AND THREE-QUARTERS

★ depress [dipre ́s] vt. 풀이 죽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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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perate [de ́spərit] a. 자포자기의; 필사적인; 절망적인

★ pipe [paip] v. 피리를 불다; 지저귀다, 새된 목소리로 말하다; n. 파이프, 관



                                                              

 gangling [gǽŋgliŋ] a. 호리호리한, 홀쭉한

★★ freckle [fre ́kl] n. 주근깨, 반점

 trolley [trɑ́li] n. [영국] 손수레

★★ jostle [dʒɑ́sl] vt. 밀다, 밀치다, 떠밀다

 wrought [rɔːt] a. 가공한, 정제한 (cf. wrought-iron : 단철, 무쇠)

★ chatter [tʃǽtər] vi. 재잘거리다, 수다스럽게 지껄이다

 hoot [huːt] vi. (올빼미가) 부엉부엉 울다; (경적이) 울리다; 야유하다

★★ disgruntle [disgrʌ́ntl] vt. 기분 상하게 하다

★ compartment [kəmpɑ́ːrtmənt] n. 구획, 칸막이; 객실

★ shove [ʃʌv] vt. 밀치다, 떠밀다, 밀고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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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 [flout] vi. 뜨다; 떠돌아다니다, 표류하다; 흘러나오다

 ickle [ikl] [영국 속어] 작은, 꼬맹이의

★★ prefect [príːfekt] n. 장관; 반장

★ goggle [gɑ́gəl] v. (눈알이) 희번덕거리다; 눈알을 굴리다

★★ clamber [klæ ́mbər] vi. 기어 올라가다

 tarantula [tərǽntʃələ] n. 독거미의 일종

★★ mumble [mʌ́mb-əl] v.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 blurt [bləːrt] vt. 불쑥 말하다(~out); 무심결에 말하다, 누설하다

★★ impress [impre ́s] vt. …에게 감명을 주다, 감동시키다; 인상 지우다

 clatter [klǽtər] vi. 덜걱덜걱 소리 나다

★★ corridor [kɔ́ːridər] n. 복도

 dimple [dímpəl] n. 보조개; v. 보조개가 생기다, 움푹 들어가다

 pasty [pǽsti] n. 반죽, [영국] 고기 파이

★ alchemy [æ ́lkəmi] n. 연금술

★ sidle [sa ́idl] vi. 옆걸음질하다, 가만히 다가가다



                                                              

 spinach [spínitʃ] n. 시금치

 liver [lívər] n. 간장, 간

 tripe [traip] n. 위장, 창자

★ booger [bu ́ːgi] n. 코딱지

★ sprout [spraut] n. 싹, 눈; (pl.) 양배추; vi. 싹이 트다, 발아하다

 nibble [níb-əl] vt. 조금씩 갉아 먹다

 chip [tʃip] vt. 잘게 썰다, 잘라내다

★ bossy [bɑ́si] a. 으스대는, 두목 행세하는

 dud [dʌd] n. 결딴난 것, 실패

★★ whisker [hwískəːr] n. 구레나룻, 수염

 tinge [tindʒ] n. 엷은 색조, 기미

 riffraff [rífræ ̀f] n. 하층민, (인간) 쓰레기

★★ bewitch [biwítʃ] vt. 마법을 걸다, 호리다, 매혹시키다

★★ scowl [skaul] vi. 얼굴을 찌푸리다

★★ sniffy [snífi] a. 콧방귀 뀌는, 오만한

★★ glare [glɛər] vi. 번쩍번쩍 빛나다; 노려보다(~at)

★★ sniff [snif] vi.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코를 훌쩍이다

 starry [stɑ́ːri] a. 별의, 별이 많은

 turret [tə́ːrit] n. 작은 탑

 pebble [pe ́bəl] n. 조약돌, 자갈

Chapter 7. THE SORTING HAT

★ drone [droun] n. (꿀벌의) 수벌; 윙윙하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

 banquet [bǽŋkwit] n. 연회

★★ dormitory [dɔ́ːrmətɔ̀ːri] n. 기숙사

★ linger [líŋgər] vi. 오래 머무르다, 떠나지 못하다

 smudge [smʌdʒ]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wig [wig] n. 가발

 ★ jolt [dʒoult] n. 급격한 동요, 충격; v. 덜컹거리다, 난폭하게 흔들다

 monk [mʌŋk] n. 수도사

 ruff [rʌf] n. 주름 깃

 mute [mjuːt] a. 무언의, 말이 없는

★★ patch [pætʃ] vt. 헝겊을 대고 깁다; 주워 맞추다

★★ candle [kǽndl] n. 양초

★★ glitter [glítər] vi. 번쩍번쩍하다, 빛나다

 fray [frei] vt. 문지르다; 닳아빠지다

 bowler [bo ́uləːr] n. 중절모

★★ sleek [sliːk] a. 매끄러운; 맵시낸

★ chivalry [ʃívəlri] n. 기사도

 toil [tɔil] n. 힘든 일, 수고

 cunning [kʌ́niŋ] a. 잘된, 교묘하게 연구된; 약삭빠른, 교활한

 flap [flæp] n. 펄럭임, 퍼덕거림; 혼란, 소동

 queasy [kwíːzi] a. 역겨운; 불안한, 소심한

 gale [geil] n. 질풍, 강풍; (pl.) (감정·웃음 등의) 폭발, 돌발적인 소리

 swagger [swǽgər] vi. 뽐내며 걷다; 으스대다

★★ hiss [his] vi. (뱀·증기 따위가) 쉿 소리를 내다; 쉿 소리를 내며 말하다, 쉿 하며 제지하다

 pompous [pɑ́mpəs] a. 점잔 빼는, 거드름 피우는

 nitwit [nítwìt] n. 바보, 멍청이

 blubber [blʌ́bər] n. 엉엉 울기; 울보

 oddment [ɑ́dmənt] n. 남은 물건, 잡동사니, 쓰레기

 tweak [twiːk] n. 비틀기, 꼬집기

 resident [re ́zid-ənt] a. 거주하는

★ hinge [hinʤ] n. 돌쩌귀, 경첩



                                                              

 behead [bihe ́d] vt. 목을 베다, 참수하다

★ stain [stein] v. 더럽히다, 더러워지다; n. 얼룩, 오점

 gaunt [gɔːnt] a. 수척한, 몹시 여윈

★ treacle [tríːk-əl] n. [영국] 당밀; a. 달콤한, 당밀 같은 

 tart [tɑːrt] n. 타트 (영국 음식. 과일 파이); a. 시큼한, 짜릿한

 trifle [tráif-əl]
n. 트라이플 ( 영국 음식. 술에 적신 스펀지케이크에 크림을 발라 먹는 디저트); n. 하

찮은 것; 소량

 meringue [mərǽŋ] n. 머랭(설탕과 달걀 흰자위로 만든 과자 재료)

★ goblet [gɑ́blit] n. 받침 달린 잔

★ greasy [gríːsi] a. 기름에 전, 기름투성이의

 sallow [sǽlou] a. 창백한

★★ frown [fraun] vi. 눈살을 찌푸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 bellow [be ́lou] vi. 큰 소리로 울다; 고함지르다

 scabby [skǽbi] a. 더러운, 비천한

★ fluff [flʌf] n. 보풀, 솜털

 rot [rɑt] n. 썩음, 부패

★ trot [trɑt] vt. 속보로 가다, 빨리 걷다

 tapestry [tæ ́pistri] n. 태피스트리(색색의 실로 수놓은 벽걸이나 실내장식용 비단)

 poltergeist [po ́ultərga ̀ist] n.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장난꾸러기 요정

★★ cackle [kǽkəl] v. 꼬꼬댁 울다; 깔깔대다

★★ portrait [pɔ́ːrtrit] n. 초상; 초상화

★★ spiral [spái-ərəl] a. 나선(나사) 모양의

Chapter 8. THE POTIONS MASTER

★★ tiptoe [típto ̀u] n. 발끝; vi. 발끝으로 걷다; 발돋움하다

★★ staircase [stɛ́ərke ̀is] n. (난간 등을 포함한) 계단

★★ rickety [ríkiti] a. 망가질 듯한, 허약한; 낡아빠진

★★ tickle [tík-əl] vt. 간질이다; 자극하다, 고무하다; 기쁘게 하다



                                                              

 conk [kɑŋk] n. [속어] 코; 머리; 머리(코) 때리기

★★ dungeon [dʌ́ndʒən] n. 지하 감옥

 caretaker [kɛ́ərte ̀ikər] n. (공공시설 등의) 관리인

 bulge [bʌldʒ] v. 부풀다, 불룩하다; (눈이) 튀어나오다

 patrol [pətro ́ul] v. 순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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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ology [həːrbɑ́lədʒi] n. 약용 식물 연구

 fungi [fʌ́ŋgai] n. fungus(균, 버섯)의 복수

★★ topple [tɑ́p-əl] vi. 비틀거리다, 쓰러지다

 ward [wɔːrd] vt. 격퇴하다(~ off); 막다

 head start n. 한발 앞선 출발, 우위

★ scrawl [skrɔːl] vt. 휘갈겨 쓰다, 낙서하다

 pickle [píkəl] n. 절인 것, 피클; vt. 소금물에 절이다

 celebrity [səle ́brəti] n. 유명 인사; 명성

 simmer [síməːr] vi. 부글부글 끓다

 shimmer [ʃíməːr] vi. 희미하게 반짝이다

 ensnare [ensnɛ́ər] vt. 올가미에 걸다, 함정에 빠뜨리다

 brew [bruː] vt. 양조하다, (혼합 음료를) 만들다

 dunderhead [dʌ́ndərhe ̀d] n. 바보; 멍청이

 asphodel [ǽsfəde ̀l] n. [식물] 아스포델 (백합과의 식물), 수선화

 infusion [infju ́ːʒən] n. 주입, 불어넣음

 wormwood [wə́ːrː mwu ̀d] n. [식물] 다북쑥속(屬)의 식물

★★ curl [kəːrl] v. 곱슬곱슬하게 하다; 뒤틀리다

 bezoar [bíːzɔːr] n. 위석(胃石); 해독제

 monkshood [mʌ́ŋkshu ̀d] n. [식물] 바곳류(독초)

 wolfsbane [wu ́lfsbe ̀in] n. [식물] 바곳속(屬)의 식물



                                                              

 aconite [æ ̀kəna ̀it] n. [약학] 아코닛 (진통제)

★ nettle [ne ́tl] n. [식물] 쐐기풀

★★ fang [fæŋ] n. (육식 동물의) 송곳니, 엄니

 stew [stjuː] vt. 약한 불로 끓이다

 seep [siːp] vi. 스며 나오다, 새다

 drench [drentʃ] vt. 흠뻑 젖게 하다

★★ whimper [hwímpəːr] vi. 잦아들듯 울다; 훌쩍이다, 울먹이다

 galosh [gəlɑ́ʃ] n. 오버슈즈, 고무 덧신

★★ frantic [fræ ́ntik] a. 미친 듯 날뛰는, 광란의

 scrabble [skrǽb-əl] v. (손톱으로) 할퀴다; 휘젓다

 boarhound [bɔ́ːrhàund] n. 멧돼지 사냥용의 큰 개

 pheasant [fe ́zənt] n. 꿩

★★ drool [druːl] vi. 침을 흘리다; (침이) 흐르다

 git [git] n. [영국속어] 쓸모없는 놈, 바보 자식

 investigation [inve ̀stəge ́iʃən] n. 조사, 연구

Chapter 9. THE MIDNIGHT DUEL

 gloat [glout] vi. 흡족한 듯이 바라보다

★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quaver [kwe ́ivər] n. 떨리는 소리; vi. (목소리가) 떨(리)다, 떠는 소리로 말하다

★ thud [ɵʌd] n. 퍽, 털썩, 쿵(소리); 쾅하고 침

★★ crack [kræk]
n. (돌연한) 날카로운 소리, 탕, 지끈, 우지직; 갈라진 금, 틈; vt. 금가게 하다, 지끈 

깨다; vi. 찰깍하며 깨지다 

★ wrist [rist] n. 손목

 hobble [hɑ́bəl] vi. 절뚝거리며 걷다

 hover [hʌ́vər] vi. 하늘을 떠다니다, 비상하다

 oak [ouk] n. 오크 나무

★ whoop [hu(ː)p] n. 와아(하고 외치는 소리); vi. 고함지르다



                                                              

★★ stun [stʌn] vt.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javelin [dʒǽvəlin] n. 던지는 창, 투창

★★ streak [striːk] v. 줄을 긋다, 줄무늬를 넣다; 번개처럼 달리다; n. 줄, 선

 fist [fist] n. (쥔) 주먹

★★ dare [dɛər] v. 감히 …하다

 cane [kein] n. 지팡이, 매, 회초리

★ clang [klæŋ] v. 뗑그렁 울리다

 crisp [krisp] a. (음식) 파삭파삭한, 아삭아삭한; (말씨가) 또렷또렷한, 힘찬

★★ flatten [flǽtn] vt. 평평하게 하다; 압도하다, 납작하게 하다

 shovel [ʃʌ́v-əl] vt. 삽으로 파다; 많이 넣다

★★ gape [geip] vi. 입을 크게 벌리다; 멍청히 입을 벌리고 바라보다(at)

★ flank [flæŋk] vt. 측면에 서다, …의 옆에 있다

★★ duel [dju ́ːəl] n. 결투

★★ wheel [hwiːl] vi. 방향을 바꾸다, 선회하다; vt. (수레바퀴 달린 것을) 움직이다, 밀다

 refuse [rifju ́ːz] vt. 거절하다, 거부하다

★★ wander [wɑ́ndəːr] vi. 헤매다,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 loom [luːm] vi. 어렴풋이 보이다, 아련히 나타나다

 ember [e ́mbər] n. (pl.) 타다 남은 것, 깜부기

★★ glow [glou] vi. (불꽃 없이) 타다, 빨갛게 타다; 빛을 내다, 빛나다; n. 백열; 달아오름

★ hunch [hʌntʃ] vt. 활 모양으로 구부리다

 snuffle [snʌ́f-əl] n. 콧소리

★★ squint [skwint] vi. 곁눈질로 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 snout [snaut] n. (돼지·개·악어 등의) 삐죽한 코, 주둥이

★★ glimmer [glímər] vi. 희미하게 빛나다; 깜빡이다

 chicken out [구어] 꽁무니 빼다, 무서워서 손을 떼다

★ scurry [skə́ːri] vi. 종종걸음으로 달리다



                                                              

★★ petrify [pe ́trəfa ̀i] v. 돌이 되게 하다; 돌처럼 굳어지다

 waist [weist] n. 허리

★★ sprint [sprint] v. 역주하다, 달려가다

★★ gallop [gæ ́ləp] vi. 전속력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 splutter [splʌ́təːr] (=sputter) vi. 푸푸 소리를 내다

★ naughty [nɔ́ːti] a. 장난꾸러기인, 행실이 나쁜

 swipe [swaip] v. 강타하다(~ at), 세차게 휘두르다

 whoosh [hwu ́(ː)ʃ] v. 휙(쉭)하고 움직이다; n. 휙 하는 소리

★ tug [tʌg] vt. 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

★ monstrous [mɑ́nstrəs] a. 괴물 같은, 기괴한; 거대한

 saliva [səláivə] n. 침, 타액

 grope [group] vi. 손으로 더듬다, 더듬어 찾다

★ doorknob [dɔ́ːrnɑ̀b] n. 문손잡이

Chapter 10. HALLOWEEN

★ parcel [pɑ́ːrsəl] n. 꾸러미, 소포

★★ glee [gliː] n. 기쁨, 즐거움

★★ smother [smʌ́ðəːr] vt. 숨 막히게 하다, 숨차게 하다

★★ chortle [tʃɔ́ːrtl] vi. (만족한 듯이) 크게 웃다

★ stomp [stɑmp] v. 짓밟다, 발을 구르며 걷다

★ spectator [spe ́kteitəːr] n. 구경꾼, 관객; 관찰자, 목격자

★★ crate [kreit] n. 나무 상자

★ recite [risa ́it] vt. 암송하다

★★ zoom [zuːm] vi. 급상승하다; 붕 소리 내며 달리다, 질주하다

★ reel [riːl] vt. 얼레에 감다; (실을) 감다; (~ off)실을 자아내다, 거침없이 술술 이야기하다

 offhand [ɔ́(ː)fhæ ́nd] a. 즉석에서, 준비 없이, 무심결에

★★ weave [wiːv] vt. (직물·바구니 따위를) 짜다, 뜨다, 엮다



                                                              

 trudge [trʌdʒ] v.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다, 터벅터벅 걷다

 waft [wɑːft] vt. (물체·소리·냄새 따위를) 감돌게 하다

★★ swish [swiʃ] n. 휙휙(날개·채찍 따위의 소리); vi. 휙 소리를 내다, 휙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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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mill [wíndmìl] n. 풍차

★★ glimpse [glimps] n. 흘끗 봄; v. 흘끗 보(이)다, 얼핏 보(이)다

★ startle [stɑ́ːrtl] v. 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

★★ stutter [stʌ́təːr] v. 말을 더듬다, 더듬거리며 말하다

★ askew [əskju ́ː] a. [서술적 형용사] 비스듬하게, 비뚤어져

★★ slump [slʌmp] vi. 푹 떨어지다, 쑥 빠져들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다

 stench [stentʃ] n. 악취(를 풍기는 것)

 granite [grǽnit] n. 화강암; 견고함

 horny [hɔ́ːrni] a. 뿔의, 뿔 모양의; 각질의

 waggle [wǽg-əl] v. 흔들리다, 흔들다

 slouch [slautʃ] v. 앞으로 구부리다, 몸을 구부리고 걷다; n. 앞으로 수그림, 수그려 걸음

★★ flush [flʌʃ] vi. 왈칵(쏟아져) 흐르다, 분출하다; (얼굴이) 붉어지다

 fumble [fʌ́mb-əl] vi. 손으로 더듬다, 더듬어 찾다

 lumber [lʌ́mbər] vi. 쿵쿵 걷다, 육중하게 움직이다; n. 재목, 목재

 berserk [bəːrsə́ːrk] a. 광포한, 맹렬한

★★ flail [fleil] vt. 도리깨질하다; 휘두르다

 sway [swei] vi. 흔들리다, 동요하다; vt. 흔들다, 기울이다

★★ racket [rǽkit] n. 떠드는 소리, 큰 소리, 야단 법석; n. 라켓

 fetch [fetʃ] vt. (가서) 가져오다, (가서) 데려오다, 불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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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1. QUIDDITCH

★ moleskin [mo ́ulskìn] n. 두더지 가죽



                                                              

★ leak [liːk] vi. 새다, 새어나오다; (비밀 등이) 누설되다

 conjure [kɑ́ndʒər] vt. 요술[마술]로 …하다

★★ limp [limp] vi. 절뚝거리다

 mangle [mæ ́ŋg-əl] vt. 토막토막 베다, 난도질하다

 blasted [blǽstid] a. 시든, 해를 입은; 지긋지긋한

 wheedle [hwíːdl] v. 감언이설로 유혹하다, 속여서 …시키다

 clobber [klɑ́bər] vt. [속어] 사정없이 치다, 때려눕히다

★ binocular [bənɑ́kjələr] n. (pl.) 쌍안경

★★ skip [skip] vi. 가볍게 뛰다, 깡충깡충 뛰다; 빠뜨리다, 대충 훑어보다

 possession [pəze ́ʃən] n. 소유; 입수

★★ murmur [mə́ːrməːr] n. 중얼거림, 속삭임

 spurt [spəːrt] vi. 뿜어 나오다, 분출하다 vt. 뿜어내다

★ lurch [ləːrtʃ] n. (배·차 등의) 갑작스런 기울어짐; 비틀거림

★★ buck [bʌk] vt. (말이) 껑충 뛰어 떨어뜨리다 (~ off); vi. 껑충 뛰다; 단호히 반대하다, 반항하다

★ yelp [jelp] n. 소리침, 비명; (개 따위의) 캥캥 짖는 소리.

 scoop [skuːp] vt. 푸다, 뜨다, 퍼 올리다

 chappie [tʃǽpi] n. [구어] 놈, 녀석

Chapter 12. MIRROR OF ERISED

 erised desire를 거꾸로 쓴 것. 번역판에서는 원뜻대로 '소망'이라고 번역

★ taunt [tɔːnt] vt. 비웃다, 조롱하여 도발하다

 fir [fəːr] n. 전나무

★ smirk [sməːrk] vi. 능글맞게 웃다

 needle [níːdl] n. 바늘; 침엽수의 잎

★ spectacular [spektǽkjələːr] a. 볼 만한, 장관의

 festoon [festu ́ːn] n. 꽃 줄, 꽃 줄 장식

 mistletoe [míslto ̀u] n. [식물] 겨우살이(크리스마스 장식에 씀)



                                                              

 icicle [a ́isikəl] n. 고드름

 brandish [brǽndiʃ] vt. (검·곤봉·채찍 등을) 휘두르다

 turnip [tə́ːrnip] n. [식물] 순무(의 뿌리)

 whittle [hwítl] vt. (나무를) 조금씩 깎다, 베다; 깎아서 어떤 모양을 갖추다

★ fudge [fʌdʒ] n. (초콜릿·버터·밀크·설탕 따위로 만든) 연한 캔디

★ silvery [sílv-əri] a. 은과 같은; 은빛의; 은방울 같은

★★ gleam [gliːm] vi. 번쩍이다, 빛나다; 미광을 발하다

★★ admire [ædmáiər] vt. 감탄하다, 탄복하다, 동경하다

★ fling [fliŋ] (fling-flung-flung) vt. 던지다, 내던지다

 halfhearted [-́hɑ́ːrtid] a.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할 마음이 없는

★ disapprove [dìsəpru ́ːv]
v. 안 된다고 하다, 찬성하지 않다 (cf. disapprovingly ad. 불가하다고 하여, 불만스

러운 듯이)

 frog-march v. 뒤로 결박하고 걷게 하다; 팔다리를 붙들고 나르다

 chipolatas 
n. 영국에서 통용되는 아주 작은 돼지고기 소시지를 통칭하는 말. 보통 안에 쌀이 들

어 있음

★★ feeble [fíːbəl] a. 연약한, 약한, 힘없는, 박약한

 flimsy [flímzi] a. 무른, 취약한; (근거·논리가) 박약한

★★ cracker [krǽkər] n. 크래커(얇고 파삭파삭한 비스킷); 폭죽

 engulf [engʌ́lf] vt. (늪·깊은 속·파도 등의 속으로) 삼켜 버리다

★ giggle [gígəl] v. 킥킥 웃다

 lopsided [lɑ́psa ́idid] a. 한쪽으로 기운

★ luminous [lu ́ːmənəs] a. 빛을 내는, 빛나는

 crumpet [krʌ́mpit] n. [영국] 핫케이크의 일종

★★ nag [næg] v. 잔소리하여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cf. nagging a.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 squawk [skwɔːk] v. (오리가) 꽥꽥 울다; 시끄럽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eerie [íəri] a. 섬뜩한, 무시무시한

 bloodcurdling [blʌ́dkə̀ːrdliŋ] a. 소름이 끼치는, 등골이 오싹하는

 earsplitting [-́splìtiŋ] a. (소리·음성 따위가) 귀청이 떨어질 듯한



                                                              

★★ drain [drein] vt. 배수하다, 배출하다, 빠져나가다, 다 써버리다

★★ ajar [ədʒɑ́ːr] a. [서술적 형용사] (문이) 조금 열리어

 prop [prɑp] vt. 버티다, …에 버팀목을 대다; 기대 놓다(~ against); n. 버팀목

★ ornate [ɔːrne ́it] a. 잘 꾸민; (문체가) 화려한

 inscription [inskri ́pʃən] n. 명(銘), 비명, 헌사, 서명

 paisley [pe ́izli] n. 페이즐리 천(부드러운 모직물)

 overshadow [o ̀uvərʃǽdou] vt. 가리다, 그늘지게 하다

Chapter 13. NICOLAS FLAMEL

 roam [roum] vi. 거닐다, 배회하다

★ skim [skim] vt. 스쳐지나가다, 미끄러지듯 가다; 위에 뜬 찌끼를 걷어내다

 dampen [dæ ́mpən] v. 축이다, 축축하게 하다; 풀이 죽게 하다

★ fanatic [fənǽtik] a. 광적인, 열중한

★★ referee [re ̀fəríː] n. 중재인, 조정관; v. 심판하다

 sinister [sínistəːr] a. 불길한, 재수 없는, 재앙이 되는

 bunny [bʌ́ni] n. (애칭) 토끼

 hop [hɑp] vi. 뛰다, 한 발로 뛰다

 mystify [místəfa ̀i] vt. 신비화하다; 얼떨떨하게 하다

★ grumpy [grʌ́mpi] a. 까다로운, 기분이 언짢은 (ad. grumpily)

 elixir [ilíksər] n. 불로장생의 약, 만병통치약

★ bias [ba ́iəs] vt. 편견을 갖게 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 werewolf [wi ́ərwu ̀lf] n. 늑대 인간

 pep [pep] vt. 원기를 북돋우다, 격려하다; n. 원기, 기력

 somersault [sʌ́məːrsɔ̀ːlt] n. 재주넘기, 공중제비

 brood [bruːd] vi. 알을 품다; 수심에 잠기다, 곰곰이 생각하다

 shed [ʃed] n. 헛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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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us-pocus n. 요술, 기술; 속임수

Chapter 14. NORBERT THE NORWEGIAN RIDGEBACK

★ sweep [swiːp] vt. 청소하다, (먼지 따위를) 쓸다, 털다; 휘몰아치다

 colorcode [kʌ́lərko ̀ud] vt. (식별을 위해) 색으로 분류하다

★ yawn [jɔːn] vi. 하품하다

 forget-me-not n. [식물] 물망초

 dittany [dítəni] n. [식물] 박하꽃

 slam [slæm] vt. (문 따위를) 탕 닫다, 세게 치다

 outlaw [áutlɔ̀ː] vt. 불법이라고 하다, 금지하다

★ hush [hʌʃ] vt. 조용하게 하다, 침묵시키다

 stifle [sta ́if-əl] v. 숨을 막다, 질식시키다

 stoat [stout] n. [동물] 담비

 stoke [stouk] v. 불을 지피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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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dle [fídl]` vi. 바이올린을 켜다,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

 trowel [tráu-əl] n. 흙손, 모종삽

 bate [beit] vt. 누그러뜨리다, 누르다, 참다

 stub [stʌb] n. (나무의) 그루터기; 쓰다 남은 토막, 동강, 꽁초; 짧고 몽똑한 것

 furl [fəːrl] v. 감다, 말다; 접다, 걷다

 marble [mɑ́ːrb-əl n. 대리석; (pl.) [속어] 정상의 판단력, 분별

 chime [tʃaim] vt. (차임·종을) 울리다

 lullaby [lʌ́ləba ̀i] n. 자장가

 hitch [hitʃ] n. 달아맴, 얽힘; 장애, 걸림돌

★ hoarse [hɔːrs] a. 목쉰, 쉰 목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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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tan [tɑ́ːrtn] n. 격자무늬의 (모직물)



                                                              

★ detention [dite ́nʃən] n. 징계; 구류, 구금, 붙들림

 jig [dʒig] n. 지그 (빠르고 활발한 4분의 3박자의 춤); v. 춤을 추다, 뛰어 돌아다니다

★ thrash [ɵræʃ] vi. 심하게 움직이다, 몸부림치다; vt. 때리다

 cheery [tʃíəri] a. 기분이 좋은; 명랑한, 유쾌한

Chapter 15. THE FORBIDDEN FOREST

 alibi [ǽləba ̀i] n. 알리바이, 변명

★★ violent [váiələnt] a. 격렬한, 맹렬한; 강력한, 심한; 폭력적인

 cock-and-bull 터무니없는 이야기, 황당무계한 이야기

 blunder [blʌ́ndər] vi. 큰 실수를 범하다; 머뭇거리다 (blundering a. 실수하는, 서투른, 어색한)

★ meddle [me ́dl] vi. 쓸데없이 참견하다, 간섭하다

 resolution [re ̀zəlu ́ːʃ-ən] n. 결심, 결의

★ sack [sæk] n. 마대, 자루; vt. 부대(자루)에 넣다; 해고하다, 파면하다

 furor [fju ́rɔːr] n. 벅찬 감격, 격정

 leer [liəːr] vi. 곁눈질하다, (짓궂게) 노려보다

 scud [skʌd] vi. 질주하다; (구름이 바람에 몰려) 스치고 지나가다

 oaf [ouf] n. 바보, 멍청이

★ summat [sʌ́mət] ad. [영국 구어] =SOMETHING; (방언) =SOMEWHAT

★ trail [treil]
n. 자국, 발자국; 뒤로 길게 늘어진 것, 꼬리; vt. 끌다, 질질 끌며 가다; 뒤를 밟다,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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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nut [tʃe ́snʌ̀t] n. 밤, 밤나무

★ jaw [dʒɔː] n. 턱, 아래턱; (∼ drops) 놀라서 입을 딱 벌리다, 깜짝 놀라다

★ centaur [se ́ntɔːər] n. [그리스 신화] 켄타우로스

★ sorrowful [sɑ́roufəl] a. 슬픈, 비탄에 잠긴

 hoof [huf] n. 발굽, 발굽 소리 (pl. hooves)

★ fume [fjuːm] v. 그을리다, 불김을 쐬다, 증기에 쐬다; 노발대발하다; n. 증기, 가스

 stalk [stɔːk] n. [식물] 줄기, 잎자루; v. (사냥감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dribble [dríbəl] v. (물방울 따위가) 똑똑 떨어지다

★ stagger [stǽgəːr] vi.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palomino [pæ̀ləmíːnou] n. 갈기와 꼬리가 휜 담갈색의 말

 sapphire [sæ ́faiəːr] n. 사파이어, 청옥

 mule [mjuːl] n. 노새

 paw [pɔː] v. (말이) 앞발로 차다, 앞발로 땅을 치다

 stray [strei] a. 처진, 길을 잃은; 뿔뿔이 흩어진; vi. 옆길로 빗나가다

 slay [slei] (slay-slew-slain) vt. 죽이다, 살해하다

 dapple [dǽpəl] v. 얼룩지게 하다

 canter [kæ ́ntər] v. 느린 구보로 나아가다

 feverish [fíːvəriʃ] a. 열이 있는, 뜨거운

 imprecise [ìmprəsáis] a. 부정확한, 불명확한

Chapter 16. THROUGH THE TRAPDOOR

 swelter [swe ́ltər] vi. 더위에 지치다, 더위 먹다, 땀투성이가 되다

 stab [stæb] v. (칼 따위로) 찌르다; 찌르듯이 아프다

 fret [fret] vi. 초조하다, 안달이 나다, 괴로워하다

 batty [bǽti] a. 머리가 돈; 박쥐 같은 

★★ flock [flɔk] n. 무리, 떼; vi. 무리 짓다, 모이다

 tentacle [te ́ntək-əl] n. [동물] 촉수, 촉각

 squid [skwid] n. [동물] 오징어

 bask [bæsk] vi. 몸을 녹이다, 햇볕을 쬐다

 shallow [ʃǽlou] n. (종종 pl.) 얕은 곳, 여울

 tumble [tʌ́mb-əl] v.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steel [stiːl] n. 강철; vt. 강철을 입히다, 견고하게 하다, (마음을) 단단히 하다

 exasperation [igzæ̀spəre ́iʃən] n. 격분, 격노, 격앙

 wee [wiː] a. 작은, 조그마한



                                                              

 beastie [bíːsti] n. (귀여운) 짐승

 scoot [skuːt] vi. 뛰어나가다, 급히 가다

 droop [druːp] vi. 수그러지다; 시들다, 축 처지다

 grit [grit] v. 삐걱삐걱 소리 나게 하다; 이를 갈다; n. 잔모래, 자갈

 flump [flʌmp] n. 철썩(하는 소리), 털썩

 thump [ɵʌmp] n. 탁, 쿵(소리)

 sprawl [sprɔːl] vi. 손발을 쭉 뻗다, 큰대자로 드러눕다

 tendril [te ́ndril] n. [식물] 덩굴손

 wring [riŋ] v. 짜다, 비틀다; 몸부림치다

 cringe [krindʒ] vi. 움츠리다, 굽실거리다

 clink [kliŋk] v.(금속 따위가) 짤랑 울리다; 땡그랑 소리 나다

 vicious [víʃəs] a. 사악한, 악덕한, 악의 있는

★ knack [næk] n. 숙련된 기술; 교묘한 솜씨

 ram [ræm] vt. 성벽을 부수는 해머로 치다; 쑤셔 넣다, 밀어 넣다

 diagonal [daiǽgənəl] a. 대각선의, 비스듬한

 pounce [pauns] vi. 달려들다, 갑자기 덤벼들다

 threshold [ɵre ́ʃhould] n. 문지방, 문간; 발단, 시초; 역치

 sly [slai] a. 교활한, 음흉한 (ad. slyly 교활하게, 몰래)

 brace [breis] vt. 버티다, 떠받치다; 강화하다; n. 버팀대

★ lick [lik] vt. 핥다; 스치다, 넘실거리다

Chapter 17. THE MAN WITH TWO FACES

 treble [tre ́b-əl n.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 3배, 3중

 nosy [no ́uzi] a. 코가 큰; 참견 잘하는

 loathe [louð] vt. 몹시 싫어하다

 spasm [spæ ́z-əm] n. 경련, 발작

 slit [slit] n. 길게 베어진 상처; 갈라진 틈,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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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ster [blístər] v. 물집이 생기다; 불에 데어 부풀다

 lunge [lʌndʒ] vi. 찌르다, 돌진하다, 치다

 hygienic [hàiʤie ́nik] a. 위생상의, 위생적인, 

 confiscate [kɑ́nfiske ̀it] vt. 몰수하다, 압수하다

 distract [distræ ́kt] vt. (마음·주의를) 흐트러뜨리다, 딴 데로 돌리다

★ detest [dite ́st] vt.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toffee [tɔ́ːfi] n. 태피 (설탕·버터·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windowsill [-sil] n. 창턱, 창 아래 틀

★ alas [əlǽs] int. 아아, 슬프도다!, 불쌍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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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one's rocker 제정신이 아닌; 미친; 어리석은

 steamroller [stíːmro ̀uləːr] vt. 증기 롤러로 누르다; 압도하다

 bustle [bʌ́sl] vi. 부산하게 움직이다, 법석 떨다, 재촉하다

★ remorse [rimɔ́ːrs] n. 후회, 양심의 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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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sh [rǽdiʃ] n. [식물] 무

 din [din] n. 떠듦, 소음

 deafen [de ́fən] vt. 귀머거리를 만들다, 귀를 먹먹하게 하다

★ erupt [irʌ́pt] vi. 분출하다, 폭발하다, 쏟아져 나오다

 nudge [nʌdʒ] vt.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끌다

 abysmal [əbízməl] a. 심연의, 나락의; 실로 지독한

★ wardrobe [wɔ́ːrdro ̀ub] n.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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