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bulary
Optimist
Downfall
Irrelevancy
Entity
Bleed into
Label
Marketplace
Piracy
Streaming
Drastically
Blow
Exclusive
Underestimate
Undervalue
Motivate
Break through
Fling
Cherish
Onstage
Flip channels
Impatient
Caught off guard
Delighted
In awe
Keep [someone] on toes
Obsolete
Memento
Fade into the gray
Distinction
Avenue
Step out of comfort zone
Sonic
Fixation
Peak
God help them

(n) 낙천주의자, 낙관론자
(n) 몰락; 몰락의 원인
(n) 무관한, 상관없는
(n) 독립체
(expression) 스며들다
(n) 음반사, 레이블
(n) (상품·서비스 등의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
(n) (비디오테이프·컴퓨터 프로그램·책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expression) Streaming media is multimedia that is constantly received by
and presented to an end-user while being delivered by a provider.
(adv) 과감하게, 철저하게
(n) (정신적인) 타격, 쇼크, 불행
(adj) 독점적인, 전용의
(v) (사람, 규모, 비용등을) 과소평가하다
(v)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시세보다 싸게 평가하다
(v) (특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
(expression) 돌파구를 찾다
(n) (아무 생각 않고 한바탕) 실컷 즐기기; 한 순간의 감정
(v)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adj) 무대 위에서의, 관객 앞에서의
(expression) 리모콘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adj) (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짜증난
(expression) 허를 찔리다
(adj) 아주 기뻐하는
(expression) admiring someone or something very much I was a kid during
World War II, and I was in awe of the guys who flew these planes.
(expression) to force someone to continue giving all their attention and
energy to what they are doing He gave me a couple of extra things to do just
to keep me on my toes.
(adj)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한물간, 구식의
(n) (사람·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
(expression) 희미해지다
(n) (특히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들 사이의 뚜렷한) 차이
(n) (나아갈) 길, 방안
(expression) Comfort zone: (Psychology) a situation or position in which a
person feels secure, comfortable, or in control: encouraging people to work
outside their comfort zone.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하다
(dj) 소리의, 음(파)의; 음속의
(n) (~에 대한) 집착
(n) 절정, 정점, 최고조
(expression)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정도로 해석

Clean-cut
Contender

(expression) 욕설이나 야한 장면이 없는
(n) (어떤 것을 두고 겨루는) 도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