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cabulary 
Drink myself into coma (expression) 필름이 끓길 때까지 마시다 
Shiraz (n) 쉬라즈; 포도의 한 종류 
Tendency (n) 성향, 기질; 경향 
Player (n) 바람둥이 
Confide (v) (비밀을) 털어놓다 
Worrisome (adj) 걱정스럽게 만드는, 걱정스러운 
Suspect (v)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있을 것으로) 의심하

다 
Heartbreak (n) 이별로 인한 아픔 
Dauntlessness (n) 두려움이 없는 
Hangover (n) 숙취 
Determination (n) 투지 
Plumbing (n) (건물의) 배관 
Crushed (adj) 으깨진 
Delicate (adj) 연약한, 여린, 다치기 쉬운 
Disastrous (adj) 처참한, 형편없는 
Flame out (expression) 좌절, (정력·재능 등의) 소멸; 파멸; 좌절한 사람, 실망으로 

끝난 일 
Flatter (v) 아첨하다, 알랑거리다 
Flirt with (v) (이성과) 시시덕거리다 
Sob (v)  (흑흑) 흐느끼다, 흐느껴 울다 
Cut someone down (expression) ~를 깎아내리다 
Temperamental (adj) 신경질적인, 괴팍한 
Tore up (expression) (종이따위를) 찢다 
Stand up to someone (expression) to take a stand against someone or something; to hold one's 

ground or principles in the face of a challenge by someone or something. 
He is a tough customer, and you have to learn to stand up to him. Can the 
witness stand up to questioning by the prosecution? 

Reveal (v) (비밀 등을) 드러내다 
Irrational (adj) 비이성적인 
Tantrum (n) (특히 아이가 발끈) 성질을 부림 
Splatter (v) 후두둑 떨어지다 
Walk out (expression) (관계를 맺어 오던) (~를) 떠나다[버리다] 
Indication (n) (사정·생각·감정을 보여주는) 말 
Fall hard (expression) ~에게 빠지다 
Macho (n/adj) (거칠게)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Raw (adj) 익히지 않은, 날것의 
Steroid (n) 스테로이드 
Lift weight (expression) 아령을 들다 



  

 

 

Resurrection (n) (사상·관례 등의) 부활 
Tear someone apart (expression) to rip someone apart savagely. (See also tear something apart.) 

Max threatened to tear Tom apart. The bear tore apart the hiker. 
Intimidation (n) 협박, 위협 
Twisted (adj) (형체가) 뒤틀린, 일그러진; 접질린, 삔 
Ditch (v) (더 이상 원치 않거나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교제하던 사람을) 차 

버리다 
Chivalrous (adj) (특히 여자에게) 예의 바른 
Rush to (v) ~으로 달려가다 
ER (n) emergency room 응급실 
Miscarriage (n) 유산 
Wrap up (expression) (합의·회의 등을) 마무리짓다 
Corrections officer (n) 교도관 
Shift (n/v) (장소를) 옮기다, 이동하다; 자세를 바꾸다 
Vent about (expression) (감정·불만을) 터뜨리다 
Pathetic (adj) 딱한; 불쌍한, 애처로운 
Balding (adj)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Man-child (expression) 애같은 어른 
Look out for (expression)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을 조심하다[~

에 주의하다] 
Someone is a keeper (expression) 좋은 사람 (keep해야하는 사람); Someone who would make 

better marriage material than baby momma material.  
Esteem (n) 자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