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Definition

이번

this time

회

Episode

자극적

Exciting, stimulating,
triggering

내용

Content, information, text

일부

Part, section, some of

포함되다

To be included

오랜만

a long time

example
이번은 봐주겠지만 다음 달에는
절대 안 돼요.
이 드라마의 첫 회는 9 월 7 일
방영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방송이
너무 자극적이야.
이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화를
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 소수자들은 투표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번 이후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

example

Synonyms

I'll let you slide this time but no
mercy next month.

이맘때, 이때쯤

The first episode of the show
will air on September 7.

부분, 장면,

This isn't good. Don't make it so
disturbing.

선정적인, 충격적인

I hope this information helps
you.

/

Some of her family members,
they are angry, she said.

일부분, 몇몇, 부분

Yes, minorities must be
included in the voting process.

들어가다

It's been a while since I wrote to
you last.

오래간만에, 간만에,
오랫동안

요새

These days, nowadays

요새 점점 더 피곤해요.

I’m feeling more and more tired
these days

제대로

Properly, right, well

제대로 해, 제대로.

You should do it right.

적절한, 잘,

챙기다

To pack sth, to take care of

Don't worry about me, I can
take care of myself.

/

무시하다

To disregard, ignore

Don't ignore us.

경시하다

사과하다

To apologize

Say sorry to her before it's too
late.

/

제 걱정은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우리 무시하면, 우리 무시하지
마요.
너무 늦기 전에 그녀에게
사과해라.

요즘엔

걔

He/she

걔 귀여운 것 같애.

I think she's kind of cute.

그녀/그

일부로

On purpose, intentionally

일부로 지시는 거 아니죠?

Did you do this on purpose?

의도적으로

도착하다

To arrive

10 분 일찍 도착하다.

arrive 10 minutes early

오다

경찰

Police

경찰. 경찰이에요? - 경찰이지.

Are you the police? - Yeah.

/

익명

Anonymous

Say it anonymously. Anonymous?

/

피해자

Victim

The victim had been stabbed
three times in the chest.

희생자

특정

Specific

They might repeat specific
actions or behaviors.

구체적

상태

State, condition

있었다.

She remained in a vegetative
state.

/

장난으로

For fun, in fun

그저 장난으로 그랬어요.

I did it just for fun.

올리다

To upload, to post (social
media context)

많이 올리다 보면 좋아요.

When you post a lot, it's nice.

/

이거 확률... - 확률이 높은데.

The probability is... - It's very
likely now.

가능성

Yes, but only if it's cooked.

/

Why didn't you inform me of
this?

/

Firefighters were on the scene
immediately.

/

확률

Probability

그치만

(yes, but), (no, but),

알려주다

Notify, tell, inform

출동하다

To be dispatched, sent,

익명으로 얘기 해 주세요. 익명?
피해자는 가슴을 세 번 칼에
찔렸다.
그들은 특정한 활동이나 행동을
반복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식물인간 상태에

네, 그치만 요리했을
경우에만요.
왜 미리 이걸 알려 주지
않았어?
소방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농담으로, 재미를 위한,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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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덥다

To trust, to be reliable

연락하다

To contact, to get in touch
with

일이 나다

Something happens, take
place

염산

hydrochloric acid

소리 지르다

To raise voice, to scream,
yell,

뿌리다

Sprinkle, spray

왜 이러세요

To greet someone

웃다

To Laugh,, smile

그만하다

To stop

이러지 말다

Don’t do this

용서하다

To forgive

차라리

Rather

비명 소리
들다
소리를
들리다

않다
그는 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했다.
만약 거기 불이 났거나 뭔 일이
났으면?
이것이 염산이니? 아니면 그 외
다른것이니?
저한테 소리지를 필요 없어요!
케이크 맨 위에 초콜릿을
뿌려라.
쳥년,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인사하다

망가뜨리다

그가 하는 말이 영 미덥지가

To destroy,
damage,ruin,wreck
To hear screaming

To hear a sound/noise

인사하다 잠드는 콘셉트

I can't trust what he says.

믿을 만한

He contacted his friend over the
phone.

/

What if there's a fire or
something like that?

/

Is that hydrochloric acid or
something else?

/

You don't have to scream at
me!

/

Sprinkle chocolate on top of the
cake

/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man?

나한테 왜 이러시죠?,
나한테 왜이래?

How about we say hello and fall
asleep?

/

Why doesn’t he laugh at all
these days?

/

I wish those girls over there
would stop talking.

/

I'm begging you, please don't do
this.

/

forgive her for doing that

/

Just kill me!

/

They damaged the car badly in
the crash

파괴하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갔다.

When I heard her screaming, I
jumped out of bed.

/

들어 봐, 저 소리 들리니?

Listen, can you hear that noise?

/

어때요?
그 사람 요즘 왜 웃지도 않는
거야?
저쪽에 있는 아가씨들 잡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빌잖아, 제발 이러지마.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다.
차라리 죽여 줘!
그들은 충돌사고로 차를 심하게
망가뜨렸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너는 확실히 열심히

You're certainly a hard worker,
aren't you?

확실하게, 틀림없이,

확실히

For sure, sure,

동기

Class

우리는 동기생이야.

We graduated in the same
class.

/

그러고 보니

Come to think of it

아니, 그러고보니 나 안했어.

No, come to think of it, I didn't.

생각해보니까

망했다

To be screwed, to be in
ruins
To attack someone with
HCL

잠시만, 쟤들 망했다.

Wait a minute, they screwed up!

/

--

--

/

My life is over

-

-

/

벌 받았다! - 벌 받은거야. 벌!

We're punished. - You deserve
it!

혼나다

염산 맞다
인생 망하다

일하는구나, 맞지?

반드시

벌 받다

To receive punishment

진정하다

To calm down

진정해. - 진정해.

Calm down. - Calm down.

정신 차려

멀쩡하다

Stay calm

멀쩡하게 해서 놀랐대.

She's surprised that she was
calm

/

이제 끝이다

end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Our relationship is 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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