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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 교통수단 ‘ 쓸 때 주의해야 하는 점

: by 에는 방법(method)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by bus / by train / by plane 등 처럼 많이 쓰인다. 

✔ 중요한 건 여기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 

‘ 버스 or 기차 하나 ‘ 를 타고 왔다가 핵심이 아니라, 

‘ 버스 or 기차 ‘ 라는 수단(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사를 뺀다. 

: ‘ by foot 걸어서 ‘ 는 잘 쓰지 않는다. 

발을 수단이라고 보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기 때문! 그래서 ‘ on foot 걸어서 ‘ 라고 써준다.

🍌 by-name 별명 / go by the name of 이름 ~로 불려진다 - secondary 부차적인

이름 대신에 부차적으로 쓰는 별칭이라는 의미.

ex) I go by the name of James Bond. 저는 제임스 본드라고 불리기도 하죠!

🍌 bystander 구경꾼, 행인 - beside 옆 

ex) The innocent bystander often gets beaten up. 고래 싸움에 새우(구경꾼) 등 터진다.

🍌 bygone 과거의, 지난 일

ex) The book recalls other memories of a bygone age. 

그 책은 지난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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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네 구동사 drop by / stop by / swing by / come by 는 뜻이 비슷하다.

전부 다 누구한테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인데 의미나 사용법은 조금 다르다.

‣ drop by 방문하다 / 잠깐 들르다, 불시에 찾아가다 (= drop around / drop in / visit )  

목적이 있어서 잠깐 들를 때 / drop 물 떨어지다, 방울

cf ) drop by drop 한 방울씩, 조금 조금씩 (step by step 과 비슷한 뜻)

🍌 drop by for a drink 한 잔 하러 들르다

drop by for something ~때문에 잠깐 들르다

drop-by [명사] (정치가나 연예인 등이) 얼굴을 내�기

‣ stop by 방문하다 / 가는 길에 들르다 

어딘가에 가던 길에 멈춰서 들를 때

🍌 stop by for ~하려고 들르다

stop by at ~에 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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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ng by 방문하다 

그네의 움직임이나, 야구방망이를 스윙할 때 움직임 떠올리기! 

ex) I’ll swing by your house around 6pm.

‣ swing by your house - 많이 쓰이는 표현!

‣ around (시간) 

ex2) Please swing by the deli to get some groceries.

🍌 deli 는 ‘ delicatessen 델리카트슨 ‘ 의 줄임말 

: 조리된 육류나 치즈, 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을 파는 가게

‣ come by (누구를 보러) 잠깐 들르다

🍌 come by something 애써서 구하다 / 얻다

come by something naturally 성격 등을 타고 나다

‣ go by 지나가다 / 흐르다 

함께 같이 가는 느낌, 뭔가를 따르는 느낌, 지나가거나 흐르는 느낌.

🍌 go by something ~를 따르다 / ~에 의거해 판단하다

along with ~와 같이 맞춰간다 와 조금 비슷하다

go by the book 원칙대로 하다

‣ pass by ~옆을 지나가다 

지나치다, 지나간다는 느낌.

🍌 pass somebody/something by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을 스쳐 지나가다

ex) He was in too gracious a mood to pass her by unnoticed.

• gracious 원래 우아한 / 품위있는 이라는 뜻이 있지만,

snobby 건방 떠는 / 너무 잘난 체하며 업된 이란 의미로 쓸 수 있다. (비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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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p by ~을 슬쩍 통과하다

slip 미끌미끌한 

‣ go by ( the name of ) ~로 불리우다 

 the name of 없이 go by 만 사용해도 되지만 go by the name of 를 사용하면 좀 더 정확!

ex) She goes by the name of Banana.

🍌 be called / be well known as ( ~ ) 로도 쓸 수 있다.

‣ go by ~에 따르면 (= be guided by) 

ex) Going by experience, they’ll be late. - 경험에 따르면

If I had gone by what you told me, I’d have failed. - 한 말에 따르다

‣ run by (남의 의중•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을 ~에게 보여주다, 말하다

(= inform briefly)

ex) I run my ideas by my boss.

Run that by me again, one more time?

‣ get by = survive = manage to live

살기가 힘들다, 어떻게든 근근히 살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다

ex) How does he get by on that salary?

I’m a survivor. I’ll get by.

She can’t get by on such a small income.

‣ scrape by ~로 근근히 살아가다 / 참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특징

돈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데 근근히 무언가를 해내다 라고 할 때도 쓰인다.

scrape 긁다, 정보를 하나 하나 가지고 오다 /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온다 라는 의미!

ex) He scrapes by on bread and water.



2022/01/12 구동사 4강ㅣby [ 바나나 잉글리쉬 ] 6

✔ 믿음. 무언가를 믿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

‣ swear by an idea / God ~의 효능을 확신하다 / ~을 확실히 믿다

= have faith in an idea or God

ex) She swears by meditation as a way of relieving stress.

🍌 I swear by God 신에게 멩세하건대, 신을 믿는 만큼 ~를 믿는다 

🍌 God 을 이야기 할 때 G 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준다.

‣ stick by a person = loyal to someone 

나쁜 소문이 있거나,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대로 믿어주는 것

= follow that decision and remian loyal to it

🍌 stick by ~에 충실하다

stick by somebody 나쁜 상황에서도 편을 들다



2022/01/12 구동사 4강ㅣby [ 바나나 잉글리쉬 ] 7

‣ stick by ~에 충실하다

= follow that decision and remain loyal to it.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 

ex) I’ll stick by you. 

 

🍌 학생 질문 : stick with 과 stick by 의 차이점?

A: 둘 다 굉장히 비슷하다.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다. 

무언가를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 자신의 믿음이나 충성심을 보여주다 의 의미.

ex) I’ll stick with you / I’ll stick by you  

↪ stick with somebody / something ~의 곁에 머물다 / ~을 계속하다

‣ stand by ~를 고수하다 / ~의 곁을 지키다 / 기다리다 / 대기타다

= remain loyal and support the person

ex) I’ll stand by you = I’ll stick 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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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de by rules / law 준수하다 / 지키다 / ~에 따라 행동하다 / 감수하다

( abide 무언가를 따르다 )

= being an obedient person - obedience 복종, 순종 / obedient 말을 잘 듣는

= obeying the law - obey 시키는대로 하다

ex) If you live in my house, you must abide by my rules.

ex2) You must abide by what you have said.

ex3) We will abide by their decision.

‣ set by ~을 저장해 [ 따로 떼어 ] 두다 / 저축하다 / ~을 귀하게 여기다, 중시하다

= saving up some money 돈을 모으다

= putting money aside 돈을 옆에 놔두다, 감춰두다

주로 저축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돈 뿐만 아니라 따로 저장해두는 모든 것을 set by 라고 한다.

‣ scratch by 겨우 벌어먹고 살다, 근근히 하다 / scrape by 와 비슷!

ex) When I was in college, I scratched by on what I could earn as a part-time cook.

ex2) Since Jack lost his job, we’ve had to scratch by on what’s left of our savings.

saving 저축

‣ save by ~ing ~함으로써 절약하다

ex) How much would we save by taking the rain instead of flying?

ex2) Hold on to the money you save by not buying food, 

and use it for buying more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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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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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tion

Sorry I’m late! The day flew by today and I lost track of time.

‣ flew by 너무 빨리 지나갔다

fly by 의 과거형 (주로 과거형으로 쓴다) : 쏜살 같이 빨리 지나간다

‣ lost track of time 시간이 가는줄 모르다 / track 기차선로, 길 

Don’t worry, I haven’t been here long.

내가 여기 있었는지 얼마 안 됐어.

🍌 have pp : 현재 완료를 씀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I come by here all the time, so they know me pretty well.

‣ come by 잠깐 들르다 / 목적어랑 같이 쓰면 ‘ ~를 얻다 (구하다) ‘

ex) How did you come by that scratch on your cheek?

어쩌다 뺨에 상처가 생긴 거야?

I heard; you’ve told me before that you swear by their coffee.

‣ swear by ~의 이름으로 맹세하다 / ~의 효능을 확신하다 / 장담하다

I do. It’s so good. 

I’ve never been one to drop by coffee places often, but this place is special.

‣ have pp : 현재 완료를 씀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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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never been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야

I’m glad to hear it. How’s the family been? (How has the family been?)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

Everyone getting by?

별 일 없지?

‣ get by 그럭저럭 살아 나가다, 해내다 / 지나가다 / 용케 해내다 / 잘 빠져 나가다 

⭐ (+) get by 잘 빠져나가다,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 해내며 살다

We’ve been good.

Jody is just scraping by in math,

‣ scraping by 온갖 능력이나 돈을 끌어서 근근히 해내다

but Todd’s grades are up.

Yes, I heard that Todd’s been able to skate by most of his classes.

‣ skate by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내다 / 빽 쓰다 / 스케이트 타고 지나가다

수월하게 하다, 쉽게 하다 (낙하산 타고 쉽게 하다, 편법을 써서 하다)

: To get through something difficult with ease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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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I thought, ‘Todd? No way!’

‣ no way 그럴리가 없는데!

But then it makes sense,

‣ make sense 말이 된다

he’s always been good at figuring out

‣ have pp: 현재 완료를 씀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지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 be good at ~를 잘하다

 

‣ figure out 해결하다, (방법을) 생각해내다, 찾아내다

how to get by using the easiest solution.

‣ get by 잘 빠져 나가다 / 그럭저럭 살아 나가다 / 용케 해내다 / 잘 빠져 나가다

그럭저럭 헤어나다

Yeah, we aren’t surprised.

but the way that he’s learning to slip by is starting to be insane.

걔가 슬쩍슬쩍, 대충 공부를 하는 방식이 위험해지고 있어 / 걱정되는 수준이야

‣ slip by ~을 슬쩍 통과하다 (= get by un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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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e still abiding by the rules?

‣ abide by 준수하다 / 지키다 / ~에 따라 행동하다 / 감수하다

Oh yeah, he hasn’t broken a rule yet.

His teachers are confused as to how he’s doing it honestly,

‣ as to ~에 관해해서는

🍌 감정 동사는 분사가 되었을 때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분사 ~ing 가 되면 ‘ 그 감정을 주는 ‘ 이라고 해석하고

과거 분사 pp 가 되면 ‘ 그 감정을 받는 ‘ 이라고 해석한다.

- confusing: (무엇이) 혼란스러운 / 혼란스럽게 하는 

- confused: 혼란스러워 하는 

I don’t even know either.

And I bet Jody just stnads by and lets him do it without sharing his secrets with her. 
‣ stand by 지켜보다, 그냥 곁을 지키다, 가만히 있다, 고수하다, 기다리다

She’s mad about it, but there’s not much we can do.

We can’t just tell him to help his sister cheat.

‣ cheat 컨닝하다, 사기치다, 속이다, 바람피다

🍌 사역동사는 목적보어 oc 자리에 to 부정사를 동사원형으로 써준다.

사역동사 중에서도 help 는 특이하게 , to 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한마디로, help his sister to cheat / help his sister cheat 둘 다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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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y, slightly off topic, but I had something 
‣ slightly off topic 살짝 주제 밖이긴 한데 = SOT = by the way 그나저나 

that I wanted to run by you.

⭐ run by (남의 의중 &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을 ~에게 보여주다 / 말하다

(= Tell someone your idea so that they can give you their opinion.)

Go for it. (= Go ahead.) 말해봐!

이 경우에는 spill it out 이라고 할 수도 있다. / Go for it = spill it out = go ahead 

Mark stopped by the other day.

‣ stop by 가는 길에 멈춰서 들르다 

‣ the other day 다른 날에

Oh, why did pass by? Did he have something new to say? 

‣ pass by ~옆을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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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old things; ‘ come bad’, ‘ I miss you ‘, ‘ I love you ‘.

‣ Same old things = same old story = same old same old 매일 똑같지~ 

🍌 학생 질문: semicolon ( ; ) 대신에 hyphen ( - ) 써도 되나요? - A: 가능하다!

- 세미콜론 semicolon ;

: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서 두 문장 / 아이디어를 하나로 연결 (= for example)

- 하이픈 hyphen -

: 앞 문장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주 씀.

The normal things.

So, what’s your quetion?

Do you mind swinging by next time?

‣ swing by (~에) 잠깐 들르다 

I’ll bring Jody by; she misses you a lot

‣ I’ll bring Jody 라고 해도 된다. 

I’ll bring Jody by 라고 하면, 옆에 데리고 갈게 라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 세미콜론 semicolon ;

: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서 두 문장 / 아이디어를 하나로 연결

접속사 없이 문장을 그냥 이어 쓰기 어색하고, 그렇다고 굳이 접속사를 쓰기 싫을 때 

예의상 넣어주는 것.

✔ for example 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2022/01/12 구동사 4강ㅣby [ 바나나 잉글리쉬 ] 16

and / but / or 과 같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

⭐ 같은 접속사를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것또한 사용하곤 한다!

And every time you pass by, you’ll bring me coffee?

‣ pass by ~옆을 지나가다 

Naturally. 당연하지

Naturally = Of course = 100% = Obviously = Say no more = Certainly = Sure

 ‣ Of course 당연하지 

Say no more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 학생 질문: Naturally 는 구어체인가요? 글에도 써도 되나요?

A: Natually, I had to do this. 나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 이렇게 쓸 수 있다.

Say no more 은 좀 더 구어체적이다.

Obviously / Certainly / Sure 은 좀 더 구어체, 문어체 둘 다 사용 가능하다.

100% 는 좀 더 슬랭 같은 느낌이다. 호주에서 많이 쓰이고,

요즘 미국에서도 잘 쓰이고 여기저기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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