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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 구동사 (Phrasal verb)
: 원래 있는 단어를 이용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 ' 구 ' 라는 것은  묶음이라는 뜻. 

' 동사 + 전치사 ' 혹은 ' 동사 + 부사 ' 의 형태이며 이것들을 동사구 라고 부름.

 

 

• ' Go 가다 ' 가 사용된 구동사 표현

 

Go(가다) + out(밖) = 외출하다

Go(가다) + out(밖) + with(~랑) = 데이트하다

Go(가다) + away (멀어지는) = 떠나다 / 사라지다

 

Go(가다) + off (꺼지다/폭발하다) 

= 자리를 뜨다 
발사되다; 폭발하다
(경보기 등이) 울리다
 

Go(가다) + on (켜진/오르다/지속되다)

= 시작하다
계속하다
ex) 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 What? What is it? What do you wanna say?

A: It's very hard to say 

B: It's all right. Go on!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

 

 

 

 

• 전치사의 2가지 특징  

 

1) 동음어 Homonyms 

: 발음과 스펠링이 똑같지만 뿌리가 되는 뜻이 서로 다른 단어.

2) 다의어 Polysemic words 

: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주로 비유적인 연관이 많아 그 숨은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가능함.



 

! 구동사를 영작과 비슷하게 독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동사구도 잘 이해 가능.

 

 

 

▶ Over 을 사용한 구동사
 

Over 넘어/위에/과한 
• 고대 영어에서의 over
: ' ~를 넘어 (beyond 하늘 위까지 넘어가는 느낌!) / ~위에 (above) ' 

 

 

• 하루를 넘겨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도 over 이 쓰임.

ex) sleep-over :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것 / 외박하다

stop-over : 비행기를 갈아탈 때 잠깐 머무르는 것 (하루를 넘기거나 시간을 오버해서 머무를 때)

 

 

• 과하다 (excessively) 라는 의미로 쓰인 over. 
~를 넘어서 한다는 뜻이 진화!

 

ex) overreat (상대에게) 과잉 반응을 보이다

overact (혼자) 과장해서 행동하다

' 오바하지 마 ' / ' 오버 리액션하네~ '

 

 

• over ~넘어서 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 / beyond 의 의미

 

1) 뭔가 머리 위로 높이 있다는 의미의 Overhead (하늘 높이, 머리 위에)

2) 밤 시간을 넘겼다는 뜻을 가진 Overnight (밤 사이에, 하룻밤 동안)

3) 바다를 건너 넘어간다는 의미의 Overseas (해외의/외국의)

- abroad: 말 그대로 해외

- overseas: ' 바다 건너서 ' 의 해외

4) 뭔가 보지 못 하고 넘어갔다는 뜻의 Overlook (간과하다/못 보고 넘어가다)

: 무언가 넘겨서 본다는 느낌의 뉘앙스!

5) Oversight (실수/간과/관리/감독)

: sight 보다, 눈빛을 의미

 

문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함!

 

 

• over ~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 / above 의 의미

새가 하늘 위를 날며 전체적인 전망을 슥- 조망하며 총괄, 감독하는 느낌을 가짐.



 

1)  전체를 본다라는 의미의 overall (전반적인)

특히 아이엘츠에서 쓰면 좋은 단어! 전반적으로 마무리할 때 ~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할 때.

2) 전체의 짜임을 구성해 놓았다는 의미의 overview (개관, 개요)

전체적인 구성의 목차라고 할 때도 사용 가능.  

3)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훑어본다는 의미의 oversee (감독하다)  

 

 

 

• over 과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 / excessively 의 의미

 

over 이 쓰이면 긍정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

 

 

✔ Overstress

stress 에는 긴장 그리고 강조하다 두 가지의 뜻!

ex) You have to stress there! 

✔ Overdose

dose: 복용량, 투여하다 

✔ Overload

과적하다, 과부화 되다 (* load 싣다) 

(+) I'm loaded 나 오늘 돈 많아!  

✔ Overthink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

✔ Overchraged



* charge: 돈을 청구하다 

⭐ go Overboard

오바하다, 도를 지나치다

말을 심하게 하거나, 쇼핑을 많이 했을 때 (ex. I went overboard) 

✔ Overdress

옷을 과하게 차려입다 

✔ overjoyed

매우 기뻐하는 

일상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표현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

 

 

 

• over 넘어지다/굽히다 와 같이 몸을 구부리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

 

1) slip over 넘어지다/넘어뜨리다 

slip 미끄러지다 라는 의미가 있음!

2) fall over 넘어지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넘어지다.

<-> fall off 떨어지다 

무언가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간다.

<-> fall down 아래로 떨어지다

아예 아래로 낙하하듯 떨어진다 

3) keel over (특히 몸이 좋지 않아서) 쓰러지다/넘어지다 

Keel 배의 중심축을 의미.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표현!

4) bend over 몸을 접어서 굽히다

몸을 굽혀서 접다. bend 구부러지다 라는 의미.

 

 

 

▶ Clip
 

 

#1
A: What?! 

뭐라고?

 

B: I'm just kidding.

농담이야.

↪ I'm just kidding /  joking
민망할 때, 진짜 농담하고 나서 두 경우에 다 사용 가능

↪ 뒤에 I'm just kidding / joking around you 처럼 around 라는 표현을 뒤에 많이 씀.

around 를 붙이면, " 너한테만 하는 농담이야. ", " 너랑 나 친하잖아 "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농담이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A: Oh. I'm still getting usedto your sense of humor.

난 아직도 네 유머에 적응하는 중이야.

↪ be get used to : ~에 익숙해지다 

하지만 Hey, get used to it! 처럼 쓰였을 때는, 공격적인 뉘앙스로 

상대에게 니가 적응 해! 라는 표현.

 

B: Actually, there was a riot in the prison yard,

사실, 교도소 마당에서 폭동이 있었는데,

↪ ' actually ' 는 무언가 반전이 있을 때 쓰는 표현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 riot 은 폭력적인 폭동의 의미.

 

and I slipped over the fence.

울타리를 넘어뜨려서 도망쳐 나왔어

↪ slip over 넘어지다 / 넘어뜨리다 

 

A: Well, well, quick, get in here before somebody sees you 

그럼,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들어와!

↪ get in 들어와

 

 

#2
 

A: She's sleeping.

얘 자는 중이야

↪ 소를 지칭할 때 특히 she 가 많이 사용됨. 

성별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도 동물을 지칭할 때 she 라고 많이 언급된다.

 

What you do is (to) put your shoulder into her and you push

네가 할 건 소한테 어깨를 들이대고 밀어버리는 거야

↪ 이렇게 생략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발음을 두 번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

에 

be 동사 뒤에 있는 to 는 발음 때문에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and they fall over.
그럼 애들 완전 넘어져!

 

 

#3
 

A: What (are) you doing down there?

거기서 뭐 하는 거야?



↪ 조동사와 주어를 같이 묶어서 없애기도 한다. 

ex) Do you like it? → Like it?

Do you wanna go? → Wanna go?

↪ 정확히 원어민처럼 따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하는 높낮이, 억양을 신경쓰는 건 중요.

 

B: I fell over

↪ fall over 의 과거형

 

A: What (did) you fall overfor?
↪ did 생략되었기 때문에 뒤에 fall over 으로 사용됨.

↪ for 전치사,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됨.

 

B: I didn't do it on purpose.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 on purpose 일부러 

 

A: Well, come on, then

그럼 올라타기나 해

↪ come on 어서 해, 빨리 해 / 위에 올라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표현.

 

#4
 

A: Oh... Well, that's a relief.
그래도 이제 안심이네요. (안도가 되네요)

 

B: Is it?

그런가요?

↪ 만약 be 동사가 아닌 일반동사나 조동사인 do 가 나왔다면 

Is it? 이 아닌 Does it?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 맞춰주는 게 중요! 

 

A: Yes, I'm... I'm feeling rather ill.
네, 전... 몸이 좀 안 좋거든요.

↪ Rather 오히려 라는 뜻도 있지만, 다소라는 뜻도 있음.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 쪽에 있다고 돌려 말하는 표현!

   

B: I wanted him away before I keel over.

내가 쓰러지기 전에 그가 떠나길 바랐어요. 

↪ Keel 배 아래에 있는 중심축이 뒤집어지면 죽다 혹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다.

 

A: I am sorry. Would you like me to come back with you?

유감이군요. 돌아가실 때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 의역을 하자면, 어떡해요? 그럼 돌아가실 때 같이 가드릴까요? 

 



 

 

• over 가라 앉는 것 과 관련된 표현

blow over (심각한 피해 없이) 사그라들다/지나가다 

바람이 부는 게 사그라지고 지나가다, 심각한 피해 없이 지나가다

 

 

• over 누군가 밀치는 것과 관련된 표현 

 

1) Push someone over 누군가를 밀치다 

2) Pushover 식은 죽 먹기 / 호구, 만만한 사람 (= doormat)  

구동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표현

3) Knock someone over 누군가를 넘어 뜨리다

knock 두드리다, 똑 똑 

게임 등에서 흔히 보던 K.O 가 바로 Knock s/o over 의 줄임말!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거의 죽었다, 쓰러졌다. 

 

 

 

▶ Clip
 

 

#5
 

There's nothing getting in my way.

내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 get in my way 내 앞길을 막는다 / 내 앞에서 걸리적 거리지 마.

 

 And if you knock, knock me over I will get back up again.

니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면.

 

I will get back up again.

난 다시 일어날 거야.

↪ get 일으키다 라는 뜻이 있다 / get back up 다시 일어날 거야 

 

 

#6
 

A: Don't knock these over.

이것들 넘어뜨리지 마.

 

B: Man, ain't nobody gonna knock over your stupid trash cans.

야, 아무도 네 망할 쓰레기통 안 넘어뜨려.



↪ Is not / Are not / am not 등을 줄여 말하는 슬랭! 

 

 

 

• over 뺏어가는 의미와 관련된 표현

take over (권력/권리/힘/자리) 탈취하다/인계받다/인수하다

take 는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음.

ex) 인계받다, 인수하다

상사가 있었고 내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때, 

상사가 짤리거나 자리를 넘보다가 떠나게 되었을 때 take over 이라는 표현을 사용! 

 

 

▶ Clip
 

 

#7
 

A: Oh, hey, Randy!

오, 랜디 왔냐.

We, uh, we sold the farm

그.. 우리 농장 팔았어.

 

B: Just like that, huh?

그렇게 쉽게요?

↪ 직역하자면, 그냥 그런식으로? / 그렇게 쉽게요? 라는 의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

무언가 만들어주는 것을 봤을 때 " 그렇게 쉽게요? " 처럼의 의미가 들어간 표현.

 

(Are) You gonna let those people take over everything?

그 놈들이 다 뺏어가게 놔둘 거에요?

↪ take over 뺏어가다

 

A: Yeah. They paid us great!
↪ great 에는 좋은 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이라는 뜻도 있다.

 

 

#8
Luca, take over!

루카! 니가 넘겨받아!

↪ take over 넘겨받다

 

Yeah! Whoo-hoo-hoo! Come on, faster!

그래, 후후후후! 어서, 더 빨리!



↪ come on 더 빨리해!  (come on 또한 구동사!)

 

 

 

• over 자기 쪽으로 가지고 가는 의미와 관련된 표현

Bring over 데리고 오다 / 개종시키다 / 가지고 가다 / 자기편으로 만들다 

데리고 오다 라는 뜻으로 잘 쓰이는데, 소설책에서는 개종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임!

 

 

• over 건네주는 의미와 관련된 표현

1) hand over 건네주다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주다

2) pass over 건네주다

Can you pass me? 처럼 무언가를 패스할 때와 비슷한 뉘앙스.

3) take over 인계하다, 인수하다, 물려받다

뺏어가는 의미와 비슷함!

 

 

 

▶ Clip
 

 

#9
 

A: I know you have it, Ted.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Ted.

So, let's put an end to this nonsense, shall we?

그러니까 우리 이 쯤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은 그만하는 게 어때?

↪ put an end 그만두다

 

Hand it over.

이리 내놔.

 

B: I'm sorry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미안하지만 아저씨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A: Really?

그래?

Well, then...

그렇다면...

I guess you wouldn'tmind us checking your room.

우리가 네 방을 확인해도 괜찮겠지?

↪ would / woudln't would 는 추측의 의미. 싫어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추측!



ex) You would like it  너는 그걸 좋아할 거야

You wouldn't mind it 너는 그걸 싫어하지 않을 거야 

↪ mind 싫어하다, 꺼려하다

 

 

 

• over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과한/잡아당기는 느낌과 관련된 표현

 

1) go over 오바하다 / go overboard 와 같이 쓰일 수 있다.

2) move over (= move up) 위로 올라가다

3) be all over somebody 애정공세를 퍼붓다

ex) He is all over you 

4) roll over 굴러 넘어가다 / 나가 떨어지다 

roll 굴러가다 

 

 

• over ~를 향해서 간다는 것과 관련된 표현

* 대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이 간다는 뜻.

1) go over 건너가다

2) walk over ~로 걸어가다

cf) walk all over somebody

 

 

• over 머무는 것과 관련된 표현

 

1) sleep over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다

sleep 을 사용하면, 그냥 다른 집에서 잔다는 행위를 의미.

sleep over 을 사용하면, 잠을 자서 하룻밤이 지나는 것을 의미

2) stay over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다

stay 머물다

3) stop over 잠시 들르다 / 단기 체류하다

4) run over to 잠시 들르다 

 

 

 

▶ Clip
 

 

#10
 

Hi. (Did you) Stay over?

좋은 아침이에요. 여기서 주무셨어요?

 



Too long of a drive back to campus?

학교까지 운전해서 가기엔 너무 멀었나요?

↪ 명사로 쓰인 drive
↪ 비꼬아서 이야기 하는 것!

 

I slept on the sofa

소파에서 잤어요

 

  

#11
 

A: I've noticed she's been over here a lot lately.

최근에 그 여자가 여기 자주 오는 것 같더라.

↪ be over ~에 있다 

↪ 자주 온다고 할 때도 You're over here a lot 이라고 말할 수 있음!

↪ nowadays 요즘에 라는 표현은 옛날에는 쓰였었지만, 지금 원어민들은 거의 쓰지 않은 표현 

currently, lately 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 

 

B: She has slept over every night this week.

걔 이번 주에 매일 여기서 자고 갔어.

A: Uh, no, no, she wasn't here Wednesday night.

아니, 수요일 밤엔 여기 없었어.

 

 

 

• over ~뒤집히고, 나가 떨어지다의 의미의 표현

 

1) flip over 확 뒤집히다

2) roll over 굴러 넘어가다 / 나가 떨어지다

 

 

 

▶ Clip
 

 

#12
Take it easy. It might comeapart.

차분하게 해. 부서질지도 몰라.

↪ 여기서 쓰인 단어의 의미

take 취하다, 받아들이다 / easy 편하게, 중요하지 않은

↪ apart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다

come apart 서로 떨어지다, 분리되다

 



Okay, go. Flip it over. Flip it over!

자, 해봐. 그걸 뒤집어. 뒤집어!

 

Go. Turn over.

그렇지, 돌려.

 ↪ turn 몸을 획 뒤집다 / over 은 포물선으로!

turn over 돌리다, 뒤집다, 엎다

 

Keep going. Go.

계속 해. 계속.

 

 

 

• over ~폴짝 뛰고, 넘어서고, 건너는 의미를 가진 표현
 

1) jump over  차례를 건너뛰다 / (둘 사이를) 건너다

2) get over 장애/곤란을 극복하다

구동사는 아니지만 한 단어로 overcome 극복하다 라는 단어도 있음!

3) move over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

 

 

 

▶ Clip
 

#13
 

A: Santana, we've graduated.

Santana, 우리 졸업했어.

It's really time toget over this.

↪ time to 이젠 진짜 ~할 시간이야 

 ↪ get over 극복하다 

 

B: Get over what?

뭘 극복하라는 거야?

 

A: You being jealous of me.

니가 날 질투하는 거.

↪ 동명사 덩어리이며 문장이 아님!

 

B: And why would I be jealous of YOU?

내가 왜 ' 널 ' 질투하겠니?

↪ jealous 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nice, calm, jealous, sweet 과 같이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of 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옴.



ex) It's very kind/sweet/nice of you 

 

 

 

• over 고민이 머리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쓰인 표현 

 

1) think something over (특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을 심사숙고하다

ex) thinking over 생각 더 해봐, 생각해보고 이야기 해줘.

2) talk something over (with somebody) (합의를 위해)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많이 쓰이는 단어.

3)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동사는 아니지만 over 이 사용된 표현!

↪ again and again 이랑 비슷하지만 again and again 은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의 의미.

over and over again 은 끝날 때 즈음에 또 하고, 짜증이 담겨있는 의미이다. 미묘한 차이.

 

 

 

▶ Clip
 

#14
 

A: You can be here, and I can still be strong.

당신이 여기 머물면서 난 여전히 강해질 수 있어요.

 

B: Buffy, I've thought this over and over.

Buffy, 난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봤어.

 

I believe it's the right thing to do.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

 

A: You're wrong.

당신이 틀렸어요.

 

 

#15
A: I knew your father, commander.

나도 당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소, 사령관.

 

This is personal for me too.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예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큰 일이야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됨 

 



B: Pass.

안 듣겠습니다.

 

A: All right, here's my private number.

알겠어, 여기 내 개인 번호예요.

↪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Please think it over.

제발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요.

↪ 이 사람이 무언가 위험한 걸 하려고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해봐

 

 

#16
 

A: I want to pay you $10,000 to kill me.

너희들이 날 죽이는 데에 $10,000  줄게.

 

B: What? 

네?

↪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why로 답하는 것은 콩글리쉬!

  

C: Hug?

엥? 

↪ 어이 없을 때 많이 하는 표현. 

 

D: That's real?

그거 진짜 총이예요?

↪ for real: 그 말 진짜예요?

 

A: So I'm just gonna leave this here.

난 이걸 그냥 두고 갈 거야.

You guys talk it over.

너네들끼리 진지하게 얘기 해봐.

 

I'll be out back, waiting to die, hopefully.

바라건데, 죽을 수 있기를 기다리며 밖에 있을게.

 

 

#17
A: Rachel is probably practicing her songs right now,

레이첼은 아마 지금도 노래 연습하고 있는 중일 거야.

Over and over again, until her vocal chords bleed.

성대에 피가 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말이야.



↪ vocal chords 성대

 

 

 

• over 완전 뒤집어서 새로 시작되는 뜻을 가진 표현

 

1) start over  다시 시작하다

2) make over 새 단장하다 / 바꾸다

 

 

• over 눈과 관련된 표현

 

1) look over 살펴보다/훑어보다

2) read over 꼼꼼히 읽다/독파하다/다시 읽다

3) glance over 대충 훑어보다 

look 은 본다의 의미, glance 는 대충 훑어본다는 의미.

4) skim over 건너 뛰며 읽다/보다

건너 뛰면서 휭 휭 휭 보다.

5) go over 조사하다/점검하다

ex) Let's go over again? 우리 한 번 다시 볼까요?

 

 

• over 끓어 넘치다의 뜻을 가진 표현

 

1) boil over 끓어 넘치다

2) spill over 넘치다, 흘리다

 

 

 

▶ Clip
#18
 

A: Hey, hell, I'm excited tonight, you know?

오늘 밤 정말 기대 돼. 알아?

↪ excited 신이 난, 흥미있는 이라는 뜻이지만

외국에서는 좀 더, 기분이 좋다! 가자!! 라는 의미로 사용됨.

많이 많이 신나고 기분 좋은 느낌.

 

B: (I'm) Not terribly excited about being near the kitchen, though.

부엌 근처에 있는 게 그렇게 신나진 않았지만 말야.

↪ terribly 는 끔찍하게 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과장해서 너무 너무 라는 뜻으로 사용.

내가 너무 신나지는 않는다. 너무 좋지는 않아 라는 의미.

↪ though 는 여기서 ' 그래도 ', ' 그런데 ' !



 

A: Really? It's where the action is.
진짜? 부엌이야 말로 재밌는게 다 일어 나는 곳인데?

↪ 신나는 일, 활동이 많은 곳, 재밌는 게 많은 곳.

 

B: Maybe we'll get lucky

우리가 운이 좋으면,

and watch one of these dumb-ass
멍청한 사람들이 

↪ dumb-ass 멍청이 / dumb 멍청한 ass 놈들

 

spill spaghetti sauce all over himself.

스파게티 소스를 온 몸에 엎지르는 걸 볼지도 몰라!

 

and fall down.

그리고 넘어지는 거지! 

↪ fall over 이 좀 더 포물선을 그리면서 넘어지는 느낌.

 

 

 

• over 뒤집히는 의미와 관련된 표현

 

* 중심축을 두고  뒤집히는 느낌의 표현

1) flip over 확 뒤집히다

2) turn over 뒤집다 / 채널을 돌리기

 

 

⭐ over 차와 관련된 표현

 

1) stop over 차를 세우다 / 차를 대다

2) pull over 차를 세우다 / 차를 대다 

브레이크 핸들을 당겨야지 차가 서기 때문!

ex) 경찰: Pull over your car!

3) run someone over 차로 ~를 들이박다

 

 

▶ Clip
 

#19
 

A: Pull over! 

차 세워!

B: Dwight?



드와이트?

 

A: Move to the side of the road!

도로 옆쪽으로 차 세워!

↪ Pull over 의 의미

 

B: Why? 

왜?

↪ 여기서는 What 이 아닌 Why 가 사용됐는데, 

내가 그래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물어볼 때는 Why 라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What 을 사용!

 

A: What? Pull over!

뭐? 차 세우라니까!

 

 

#20
 

You kidnapped our friend! Kidnapper!

네가 우리 친구를 납치했어! 납치범!

 

Wait. Oh, no. You're not going anywhere.

잠깐, 넌 어디에도 못 가.

 

Stop. Run me over!

멈춰, 차로 나 치고 가던가!

↪ 가려면 차로 나를 쳐!

 

Okay. Whoa. Whoa. Stop, Stop, Stop.

워우. 멈춰 멈춰 멈춰.

 

 

#21
A: What? Gadget again?

뭐야? 또 가제트 형사야?

 

B: There's only one way to deal with a pest.
그런 성가신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 뿐이지.

↪ pest 생각보다 중요한 표현. 원래는 벌레라는 뜻을 가졌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성가신, 짜증나는, 귀찮은, 벌레 같은 사람을 의미.

↪ deal with 관리하다, 다루다

 

McKible, run him over!



McKible, 쟤를 차로 쳐버려!

 

C: One order of road kill coming right up.

로드킬 명령을 바로 실행할게요.

↪ coming right up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할 때도 coming right up!

↪ road kill 은 주로 길에서 동물을 차로 쳤을 때 쓰는 표현 

 

 

 

 

▶ 픽토그램으로 한 눈에 보는 over 을 사용한 구동사

 

 

 

1) Don't cry over split milk 

직역을 하자면, 울지마 쏟아진 우유 앞에서 라는 의미.

엎어진 물 앞에서 후회는 없다,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다. 후회해도 소용 없다 와 비슷한 의미.

 

2) Make over 얼굴 다시 화장하는 것 / ~를 새단장하다, 완전 바꾸다.

 

3) Start over 새로 처음부터 시작한다. New 의 의미.

 

4) Pass over (= Hand over) ~를 건네주다 

 

5) Bring over ~를 나에게 가지고 오다



 

6) Go over to ~를 향해 가다

 

7) Run over to ~를 향해 가다

 

8) Walk over to 걸어서 어딘가 근처로 가다

 

9) Think something over 다시 한 번 고려해보다, 생각하다

 

10) Talk something over (with somebody)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얘기하다

 

11) Talk over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12) Overnight 밤새

 

13) Overcast 날씨가 흐릿흐릿하다. 맑지 않다.

해가 over. 뒤에 있다는 뉘앙스. 기상캐스터가 자주 쓰는 표현이며, 알아두기!

 

14) Overslept 잠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잤다

 

15) Overpriced 가격이 비싼 

 

16) Overworked 과로한

 



17) Overbooked 예약이 꽉찬 

 

18) Jump over 뭔가 여기서부터 저기로 넘어가다 / 저는 스킵하세요

 

19) Roll over 굴러 떨어지다 

 

20) Flip over 넘어지다

 

21) Blow over 태풍 같은 게 슥 지나가고 말끔해지다, 잠잠해지다 

 

22) Spill over 무언가를 쏟다

 

23) Boil over 무언가 끓어서 넘치다

 

 

 

24) Read over 무언가 쭉 훑어읽다, 살펴보다 

 

25) Bend over back wards 몸을 뒤로 접다

 

26) Over the hump (hump= 낙타 등 뒤 혹) 

어려운 시기를 넘다 / 언덕을 넘다 

 

27) Bend over 몸을 굽히다

 

28) Fall over 무언가에 떨어지다

 



29) Keel over (배의 중심축 keel 이 뒤집어지는 걸 생각하기.)

몸이 아픈, 몸이 안 좋은 

 

30) Knock s/t over 누군가를 넘어뜨리다, 때려눕히다

 

31) Slip over 넘어지다

 

32) Glance over 살짝 살펴보다 

 

33) Skim over 넘어가며 대충보다 

 

34) Look over 무언가를 조망하다 

 

35) Go over 어딘가로 향하다 

 

 

 

▶ 애니메이션

 

 

Mark: Anna! We need to talk something over.

* talk something over: 무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다

 

I am so tired of this noisy environment. 

* tired/sick of something:  이제 ~에 질리다, 지긋지긋하다  

 

Your kids are running all around my room over and over again! 

* over and over again: 계속 계속해서 

 

They have taken over my place completely and they need to stop NOW! 

* take over:  빼앗다, 점령하다

 

Ann: Easy! Easy! Someone’s just got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 Easy 는 쉬운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 좀 봐주라 ", " 쉽게 쉽게 해라 ", " 왜 그래 " 

감정을 격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처리하다 라는 뜻의 달래는 표현.   

* just get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중요한 표현! 잘못된 침대의 방향에서 일어나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What’s happened overnight? You are totally overreacting! They haven’t taken over your place. 

They are just hanging around. 

* hang out: 놀다 / hang aroung: 주변, 근처에서 (장난치고) 놀다

 



You know, they love goofing around with their favorite uncle! 

* goofing 장난치다 / 그냥 좋아하는 삼촌이랑 장난치고 주변에서 노는 거 알잖아!

 

Perhaps, they were a little over-friendly? 

* 아마도 걔들이 너무 너에게 가까이 갔니? 친한 척 했니?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서빙을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잘해준다고 할 때 over-friendly 라고 할 수 있다.

Mark: I am sorry I got back late last night and overslept..

* overslept 늦잠자다

 

 I just don’t feel that great. I overworked the last few weeks, you know? 

* 중요한 표현! I don't feel great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Ann: Yes hon, and you also overdrank last night.. 

* hon 은 honey 의 줄임말! 친한 친구에게도 서로가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 overdrank 과음하다

 

Mark: I said I had a business dinner! Don’t make me start it again.. Phew. Can you please take 
them out of my room. 

⭐ Don't make me start it again 내가 그거 시작하게/이야기하게 하지 마 (싸울 때 많이 쓰는 표현) 

이미 네가 이걸로 열받게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지 말자.

이것에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Ann: oh, Mark! Think it over ! if they come out of your room, they are going to touch and break 

everything in the living room and make a big fuss! 
* Think over 한 번 더 생각하다

⭐ make a big fuss 완전 난리를 치다 / fuss 난리

ex) Don't make fuss around 난리 좀 치지 마 

 

Mark : I know but .. Ann: Come over here kids! Gee! No running! you are going to fall over! 

* come over 이쪽으로 오다

* gee! 어머나

* fall over 장애물이 있고 넘어질 때!

 

Mark : You shouldn’t run over there! You should walk over! 

* 뛰어 넘어오면 안 되지! 걸어서 이쪽으로 와야지!

 

Ann: Hey guys. Don’t cry.. your uncle is just a bit cranky because of his work. Let’s just keep it 
down a little bit, okay? 

* cranky짜증이 나있는, 신경질이 나있는

⭐ keep it down조용히 하다, 소리를 줄이다

ex) Can you please keep it down? 소리 좀 줄여줄래?

Mark : I am sorry. I didn’t mean to yell at them. 

*  mean 의도하다, 의미하다



*  don't yell on me 도 가능하지만 at 을 사용하면, 타깃으로 한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의미

 

Ann: it’s alright. They will get over it any minute now. 

* get over 극복하다

 

Kids : Yeah, we are already over it! I am not crying. Sorry uncle Mark. We just wanted to spend 

time with you.

* be over something 마음 정리가 끝났다 (= move on 끝났다, 미련이 없다)

 

Ann: Ohh.. I am sorry too kiddos. Okay, let’s start over, and get back to having fun again! What 
are you saying? Why don’t we go to the Kids café? 

* Kiddos 얘들아 (조금 귀여운 표현)

⭐ What are you saying? 너 어떻게 생각해? 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

⭐ Why don't we ~? 우리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Ann: Bummer! I’ve already tried to make a reservation, but they are all over-booked. 

⭐ bummer 어- 실망이다 / 안됐다 / 실망이다

 

Mark : It’s all right. They are overpriced anyway! Let’s just go to the playground. It’s right around 

the corner! 

* overpriced 과하게 비싸다

⭐ just around the corner 

(1)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다 / 방향만 틀면 있다 

(2) 계절 / 날이나 행사 등이 곧 온다, 다가온다

 

Ann: Looks like somebody just overcame his hangover! We’ll have fun.. 

* overcome 극복하다

* hangover 숙취

 

even though it’s quite dull and overcast today. Hopefully, it won’t rain! 

* even though ~이긴 하지만 

* dull 날씨가 흐린

* overcast 흐린 (구름 뒤에 해가 넘어서 있다)

 

Mark : All righ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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