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Definition

example

뜨겁게

Hot, deeply, with passion

Alex is deeply in love with
Mary.

화제의 인물

Man of the hour,

He wasn't just the man of
the hour.

그는 그냥 화제의 인물은 아냐.

잇피플

It! People

진행을 맡다

To host

그는 9 세에 한 캐나다 어린이

김혜원

Kim Hyewon.

At age 9, he hosted a
Canadian radio show for
kids.
ID Kim Hyewon. - What do
you do?

청소 용역

cleaning service

He runs a cleaning service.

선입견

prejudice (against),
stereotype

It is difficult not to have
preconceptions.

To have prejudice against

She has a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example
알렉스는 메리를 뜨겁게
사랑한다.

김혜원 님 - 무슨 음악 하시지?
그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란 어렵다.
그녀는 외국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Chang Son-Gyeul /Gyeol

남다르다

unusual, uncommon,
extraordinary,unique

Why is it wrong to live a
little bit differently?

호호

ho ho

She said while laughing
lightly.

더러워지다

get dirty, get filthy, get
messy, get soiled

The air and water are
becoming dirty.

고유

inherent, innate, indigenous
(to)

It connects people in a
unique and special way.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고정관념

stereotype, fixed idea

We have to get rid of "the
guy's first" stereotype.

고정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To think outside to box

I'm just suggesting we look
outside the box.

business world

That company is a giant in
the computer industry.

A breath of fresh air, a new
sensation

It is comedian Nam Bo
Won who brought a new
sensation to the world of
comedy in Korea.

젊다

Young

I'm still young at heart.

나는 아직 마음은 젊다

자리에 모시다

To take a seat ( in an offfical
context)

N in the whole world

All the women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여!

요소

Element, component, factor

He's my stress factor these
days.

최근 스트레스 요소는 얘예요,.

무엇도

Nothing

침범하다

invasion, violation, intrusion,
invade, violate, trespass (on),
intrude (into/on/upon)

실장

head of a department

깨다
업계
새 바람을
일으키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N

열정적으로

라디오 쇼의 진행을 맡았다.

장선결

고정관념을

Synonyms

조금 남다르게 사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야?

독특하다

그녀는 호호 웃으며 말했다
공기와 물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하고 특별한

특징적인

우리는 '남자 우선'이라
난 단지 고정관념을 깨자고
말하는 거야.
그 회사는 컴퓨터 업계의
거대기업이다.
한국 코미디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코미디언 남보원입니다.

Thanks for the compliment.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과학에
However, nothing could
stop his love for science.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I don't want you to be so
intrusive. - You are
intrusive, unnie.
She's the General
Manager.

이렇게 침범하지는 않았으면

없었습니다.
좋겠어. - 언니 침범하잖아.
실장님 실장님

basics; (토대) basis (bases),
기본

foundation; (근본)
fundamentals

하핫

Haha

뛰어들다

run, rush, dash

It's easy. It's the basic.

We want to go into the
beach. Can we do that?

쉬워요. 기본, 기본.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요, 바다에
뛰어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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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To get into business

뛰어들다
여쭈다

Ask

How did you get in this
business
I'll ask my parents.

당신은 어떻게 이 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나요?
부모님께 여쭤 볼게요

나만의 성
오롯이
Now you carelessly
destroy everything we've
been building for you?

지켜오다

To keep and build for a long
time

단순

Simple

It's not simply a question of
money.

주변

Surroundings, around

It lives around the sea. - It
flies low over the sea.

청결
살아 숨쉬다
공간
질

인생의 질

Cleanliness
To draw breath or to take a
break

Some people are
obsessive about
cleanliness.
She talks all the time and
hardly stops to draw
breath.

space

I'm not sure I have enough
to spare.

Quality

Shouldn't we be more
focused on the quality of
our services?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ur
relationships is a major
factor in life's success.

높히다

Increase

They also increase the
odds of cooler weather for
next year.

더없이

most of all, best (of all),
supremely

Good health is an
inestimable prize.

매력적인
이라

Attractive

He is just such a sweet
guy.

Called

The Korean soldiers are in
a town called Irbil.

완벽하다

Perfect

자부하다

be confident (of/about/that),
have confidence (in)

전까지는

Up until

차를 세우다
낄낄
빨랑빨랑

Stop the car / pull up the car
giggling, snickering, 낄낄하다
giggle (and giggle), snicker
away
hurriedly, in a hurry, in haste,
quickly

She is perfect by all tests.

They all snickered at her
fashion.
Hurry up! or Be quick! or
Sharp's the word!

Roll

Should I roll now? - Yes,
please do.

성
압권

- 바다 주변으로 낮게 날아.
일부 사람들은 청결에 대해서
강박 관념이 있다.
그녀는 거의 숨도 돌리지 않고
내내 말을 한다.
공간이 충분한지 확실하지
않네요.
서비스의 질에 좀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의 질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 화산재들은 다음 해에 더
추운 날씨가 올 가능성을 높혀
줄 것입니다.
건강은 더없이 소중한 보배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 한국군들은 아빌이라 불리는
마을에 주둔하고 있다.
그녀는 어느 점으로 보아도
완벽하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차 세워, 차를 세우라고.

굴리다

볼만하다

바다 주변에 살아서, 물 주변에...

Stop the car, stop the car.

We should switch working
dress into plain clothes.

놀래다

있어?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전까지는 행복한 부부였다.

working clothes

할 셈이다

지금 네가 망치는거 알고는

Koreans have always
prided themselves as a
smart race.
They were a happy couple
until money problems
arose.

작업복

켁켁

그동안 지켜왔던 네 이미지,

똑똑하다고 자부해왔다.
그들은 돈문제가 생기기

그들은 모두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낄낄 웃었다.
빨랑빨랑 해!
우리는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굴릴까요? - 네 굴려보겠습니다.

Cough cough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할

intend to,
have a mind to
frighten, terrify, scare, alarm,
shock, throw ((people)) into a
panic

Will you do nothing about
the problem and just look
on?
The man raised from the
dead, shocking his friends
and relatives.

To be worth seeing

It's fun. Worth watching.

castle, fortress

An Englishman’s house is
his castle.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다.

Best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His face was the best part.

셈이냐?
그는 부활해서 가족 친지들을
놀래 켰다.
재밌어요. 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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