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적인 의미로 ‘~안에’ = inside 
 

• break in (건물에) 침입하다/ 끼어들다[방해하다] 

• bring in  (새 법을) 도입하다/ (장소·사업에) 유치하다 / (판결을) 내리다 

<-> bring out ~를 가지고 나가다  

• jump in (생각해 보지도 않고)뛰어들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다 

• lock in ~가두다, 감금하다 

• hand in (과제물 등을) 제출하다, (분실물 등을) 인계하다 

• get in  (~에) 도착하다/ (대학 등에) 입학 허가를 받다/당선되다 

• fit in (자연스럽게 ~와) 어울리다 

* fit somebody/something in 시간/장소를 내어 ~를 만나다 

• fill in  …을 채우다; …을 대신하다 

* fill something in (서식을) 작성하다/ ~을 완전히 메우다/(시간을) 때우다 

• come in  들어오다 (누군가를 안으로 초대할 때)/관여하다 

* come in handy 쓸모가 있다 

• check in  (호텔/공항) 체크인하다 

• butt in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들다/(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다 

• blend in 섞이다/섞다/조화를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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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h in …을 때려 부수다, 못쓰게 만들다 

• ask someone in ~를 불러들이다,~를 집이나 방으로 초대하다 

• rush in 난입하다/ 몰려들다/ 서두르다 

• stay in 머무르다/집에 있다/ 집에서 식사하다 

* stay in line 줄 서서 가다 * stay in bed 침대에 누워 있다 

• take in 을 받아들이다 

• trade in~을 거래하다 

• turn in 제출하다/ 안쪽으로 향하다/ 잠자리에 들다 

*turn something in ~을 돌려주다/(득점·실적·수익 등을) 올리다 

*turn someone in ~를 고발하다 

• Plug something in  ~을 ~에 연결하다/ ~의 플러그를 꽂다 

<-> unplug 플러그를 뽑다 

• Breathe in 숨을 들이 마시다 

 <-> breathe out  

• Fill something in  ~를 채우다 / 채워 쓰다 

• Go into ~에 들어가다/ ~을 들이받다/ ~하기 시작하다 

• Drive into 운전해서 ~에 가다/몰아넣다 

* drive into catastrophe 파국으로 몰고 가다 

• Run into ~를 우연히 만나다 

* run into something (안 좋은 일, 곤경, 날씨 등을) 만나다 

• color in 에 색칠을 하다 

• Bump into ~를 우연히 만나다 

• Settle in (새 집·직장 등에 자리를 잡고) 적응하다/짐을 풀다/정착하다 

* settle down 편안히 앉다/정착하다 

• fit in (자연스럽게 ~와) 어울리다 /적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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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somebody/something in 시간/장소를 내어 ~를 만나다 

• Sink in (생각 등에) 빠지다 /스며들다/ 충분히 이해되다 

 

잠깐 방문하다 + on / round / by (자주 쓰이는 전치사들) 

• Drop in on someone …에게 들르다. 

• Pop in on someone 깜짝 방문하다 

 

In on.. 

• Go in on 같이 참여하다 / (음식 등을) 나눠 먹다/ 돈을 모아 뭔가를 같이 사다 

• Get in on (의론·조직·활동 등에) 참여하다/같이 하다, 관련하다, 참가하여 연루되다 

• Home in on ~을 향해 곧장 나아가다/ ~에 전념하다/~에 다가가다 / 가까워 지다  

* home in on a target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다. 

• Close in on~에 다가가다 / 가까워 지다/ 조여들다/~를 포위하다/ 궁지로 몰아 넣다/ (특히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다 

• Let someone in on a secret 비밀을 알려주다 

• Walk in on someone 의도치 않게 다른사람이 하던 일을 방해하다  

 

In 과 into 의 차이점 ?  

In 에 to 를 넣으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y phone is in my pocket. 은 내 휴대폰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I am putting my phone into my pocket. 이라고 하면 휴대폰을 내 주머니 속에 넣는거죠?  

그렇다고 이런 움직임을 더해주는 to 를 아무데나 넣는건 아니랍니다 ! 

• In-> into !! yes!  

• On->onto !! yes ! 

• 그러나 fromto ??  x 

• Outto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