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환자분
다행이

Definition

example

Patient

I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patient.

Luckily, fortunately

Luckily, neither of them was hurt in
the crash.

example

Synonyms

그 환자분께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그 사고로 아무도 다치지

다행스럽게도, 운

않았다.

좋게도

그들은 사람들의 피부에 연고를

연고

ointments

They use ointments on people's skin.

처방하다

to prescribe

Doctors prescribe digitalis for people
with heart trouble.

사람에게 강심제를 처방한다.

정신과

Psychiatry, mental
clinic

You need medical and psychiatric
help right away.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해요.

번씩

Combined with a
number e.g. once,
twice, thrice

They timed their visit at once per a
month.

사용한다.
의사들은 심장병이 있는
당신은 지금 당장 정신과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했다.
몇번의 슬럼프를 겪다보니.

겪다

차단 되다

To suffer, go through

To be blocked

After several slumps, I lost my
confidence and passion.
The road is blocked, so the town is
now inaccessible.

퍼지다

Spread, extend

Spread... - Unidentifiable virus has
spread..

전부

All

Koreans want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period of time.

현실적으로

in reality, realistically

But in reality, many people find this
to be uncomfortable.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정도 잃게

경험하다

되었어요.
도로가 차단되어서 현재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다.
퍼져가지고... -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에 영어를
전부 마스터 하려고 한다.

모두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

Too much, excess

That is too much to ask.

일상적

Daily, day-to-day

They were discussing the day-to-day
events of their lives.

유리병

glass bottle

There're many pretty ones that are
made of glass bottles.

상담하다

To consult

I consulted with my father about the
matter.

괴롭다

To be miserable,
alone

I feel very alone and distressed
about my problem.

골목

Alley

The thief was driven into an alley.

To be punished

A man punished when he broke into
the building without leave.

처벌을 받다
죗값 치르다

To pay for crimes

You must pay for your crimes.

to be blamed,
pointed at, shunned,
criticized

Humans and animals are equally
important. I think animal lovers
shouldn't be criticized for their love of
their pets

사람들은 왼쪽으로 걷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주문은 무리이다
그들은 삶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유리병으로 된 거 요즘 예쁜 거
진짜 많거든요.
그 일에 관하여 아버지와
상담하였다
나는 대단히 고독하고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괴롭다.

상의하다
힘들다, 속상하다

도둑이 골목에 몰려들었다
그는 허가 없이 그 건물에 들어
섰다가 처벌을 받았다.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거야.

벌을 받다

사람과 동물 모두 다 똑같이
손가락질
받다

소중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악마는 그에게 강제로 밤에

떠돌아다니다

To wander

The devil forced him to wander the
earth at night.

지구를 떠돌아다니도록 시켰다.

박히다

To get stuck in, to
lock in

I stay indoors at all times.

언제나 방구석에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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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지하다

To rely on, depend
on, hang on

Nobody to rely on?

데려다 주다

To walk (with)
someone

He walked her to the parking lot.

두고 가다

To leave behind

I think I left my sunglasses here last
night.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는 그녀를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젯밤에 제 선글라스를 여기에
두고 간 것 같은데요.
그가 기절하여 땅 위로

쓰러지다

To fall,

He fell fainting to the ground.

친근하다

To be friendly

First, dogs are friendlier than cats.

N + 떨어지다

To run out of

I have run out of pocket money.

나는 용돈이 떨어졌다

하하

Lol, haha

It's fun, ha,ha,ha!

아 재밌다. 하!하!하!

어차피

Anyway, after all

It was old anyway. Just pretend you
didn't notice.

모르는 척 무시하면 되잖아요.

색깔별로

By color

People separate all glass bottles by
color

혹시

By any chance

Did you buy this on the subway by
any chance?

거리가 멀

To be far away from
(a concept)

However, some of the action may
not be realistic.

치고는

considering, seeing,
for a ( comparison)
Come accross,
encounter

마주치다
겨우

Only just,

믿다

쓰러졌다.
첫째로 개는 고양이보다 더
친근하다.

어차피 낡은 묘였으니 그냥

친한
을 다 써버리다, 이
없어지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유리병을
색깔별로 분류합니다.
이거 혹시 전철 안에서 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액션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speak fluent Korean for an American

미국인치고는 한국어를 잘하다

I ran into a few people.

몇 분 마주쳤거든요.

We just met a year ago.

우리는 겨우 1 년 전에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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