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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

🍌 away  
: away 는 전치사가 아닌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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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another place 다른 곳으로 가다 

: 내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어딘가로 가다

2) Avoiding 피하다 
: 자신한테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떠나는 것 

3) Disappearing, removing, be gone (점점) 멀어지다

4) Continous Activity 행동 / 활동이 반복되고 계속되다

5) Out of sight or in a safe place 숨겨두다 / 저장하다

6) Result 결국 / 마침내는 ~하다

7) Miscellaneous 그 밖의 의미들

🌠 1 / To another place 다른 곳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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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away 떨어져 있다 / 부재중이다 

- be away on business 출장 중 

- be away on holiday 휴가 중 

ex) He hated to be away from his family.  

그는 그의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다.

2) scare away 겁을 주어 ~를 쫓아버리다 

ex) Don’t scare away animals.

3) frighten away 겁을 주어 ~를 쫓아버리다 

ex) He keeps savage dogs to frighten away beggars.

그는 거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야생 개들을 곁에 뒀다.

🍌 scare away 는 흔히, 깜짝 놀래켜서 쫓아버리다 라는 의미.

frighten away 는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던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쫓아버린다고 할 때 쓴다.

 

4) run away 도망치다, 떠나다, 가출하다

ex) His first instinct was to run away from danger.

5) pull away (차량) 움직이기 시작하다 / 떠나다

(*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pull away 라고 할 수 있다.)

ex) Every time I get too close, you pull away.

내가 너한테 조금만 가까워지면 넌 항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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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ve away 떠나다, 이사가다, (생각/입장) 바꾸다

ex) It’s going to be hard on the kids if you move away.

7) look away ~로부터 눈길을 돌리다, 외면하다

ex) Embarrassed, they look away.

동사구문 | 창피해져서, 그들은 눈길을 돌렸다 / 외면했다.

ex2) Why do you look away?

너 왜 나를 외면하는 거야?

8) fall away (수 • 양 •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 사라지다, 떨어지다

9) drive away (차를) 몰고 떠나다

ex) We heard him drive away.

우리는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들었다.

10) draw away ~로부터 빠져나오다; 떠나다

무언가를 끌어서 가지고 나오다

ex) She drew away but he pulled her close again. 
그녀가 떠나가려고 할 때 그는 가까이 붙잡았다.

11) come away (~에서) 떨어져 나가다, 거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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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있는 그 곳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와 ) 

ex) Come away, now. There is nothing to see.

이쪽으로 와. 거기엔 볼 게 없어.

12) chase away ~을 쫓아내다

- chase after ~을 뒤쫓다 

ex) It’ll help chase away mosquitoes.

그것은 모기들을 쫓아내는데에 도움될 것이다.

ex2) I read a book or magazine to chase away boredom.

나는 지루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책이나 잡지를 읽는다.

13) send away 쫓아보내다, 돌려보내다

⭐ 또한, 주문하다 라는 뜻도 있다. (있던 곳에서 떠나보내서 나에게 온다.)



2022/01/17 구동사 5강ㅣaway [ 바나나 잉글리쉬 ] 6

ex) He was sent away to school at an early age.

그는 어린 나이에 학교로 보내졌다.

ex2) I sent away for one of their catalogs.

나는 카탈로그 중에 하나를 주문했다.

14) shoo away ‘ shoo! ’ 소리를 내며 파리 등을 쫓다

ex) Next time you see a bee on a flower, don’t shoo it away.

ex2) He watched the trooper shoo away several flies.

15) come away (~에서) 떨어져 나가다, 거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너라

ex) Come away with your uncle tomorrow.

ex2) The handle was come away.

핸들이 떨어져 나왔다

16⭐ sneak away 슬그머니 떠나다

ex) I can sneak away when everyone has fallen asleep.

 - sneak 교활한, 약삭빠른

17) slide away 슬며시 떠나가다

ex) The years slide away swiftly.

수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 swiftly 신속히, 빨리, 즉시,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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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tep away 물러나다

* a step away 한 발짝 벗어난 / 벗어난 것 

ex) The school is only a step away.

ex2) He moved a step away from her.

19) stretch away 넓게 펼쳐지다

ex) The lone and level sands stretch far away.

쓸쓸하고 평평한 모래의 밭이 펼쳐져 있다.

- level 평평한

ex2) From there you can see the ocean, stretching away to the horizon.

🌠 2 / Avoiding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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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ack away 뒷걸음질치다, 피하다

ex) Don’t back away from this chance.

이런 기회에 뒷걸음치지 마.

21) wave away ~을 손을 흔들어 몰아내다, 거부하다

ex) He absolutely waved away to clean the loo.

- loo 화장실 (영국이나 호주에서 사용하는 단어.)

🍌 ‘ toilet ‘ 은 잘 쓰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잘 안 친한 사람이거나 식사 중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toilet 은 말 그대로 ‘ 변기 ‘ 이기 때문!

대신 bathroom, rest room, lady’s room, powder room 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stay away 떨어져 있다, 거리를 두다, 결석하다, 참가하지 않다, 비우다

ex) Stay away from Jim- he’s no good.

걔한테 떨어져 있어, 걔 질이 안 좋아.

* stay away from work 결근하다

* stay away from school 학교에 결석하다

23) scare away 겁을 주어 ~를 쫓아 버리다

ex) In nature, opions don’t scare away spirits.

24) slip away 사라지다, 없어지다, 죽다, 몰래 나가다

ex) It’s a good time for you to slip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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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un away 도망치다, 탈주하다, 떠나다, 가출하다

ex) He overcame a strong temptation to run away.

그는 도망치고 싶은 강한 유혹을 이겨냈다.

26) push away 밀어젖히다, 밀어내다

ex) Don’t push away boat which carried you cross the river.

너를 강 반대편으로 옮겨준 그 배를 밀어내지 마라.

너에게 잘해 준 사람을 배신 때리지 마라.

27) nudge away ~를 하도록 슬쩍 유도하다

ex) The aim is to nudge consumers away from unhealthy soft drinks.

그 목표는 고객들이 건강하지 않은 탄산음료를 안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8) keep away 가까이 가지 않다, 멀리 하다

ex) Keep away from the edge of the cliff - you might fall.

29) get away 면하다, 달아나다, 휴가를 가다, 말도 안 돼

ex) If I thought I could get away with it, I wouldn’t pay any tax at all.

만약 내가 그것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다.

ex2) You can’t let her get away with this.

ex3) Get away! (= Bull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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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30) frighten away 겁을 주어 ~를 쫓아 버리다

ex) The high prices have frightened away many customers.

- frighten off ~을 겁을 주어 쫓아내다

31⭐ break away 달아나다, 탈피하다, 독립하다, 도망치다

- breakaway 탈퇴, 파격, 탈피, 탈퇴한, 독립한

ex) Can’t you break away from old habits?

ex2) I luckily managed to break away from my awful marriage.

ex3) Part of East Africa will break away from the rest of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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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Disappearing, removing, be gone (점점) 멀어지다

32) chuck away ~을 버리다, 내던지다

ex) How dare you chuck away my old letters without asking me?

ex2) It’s too good an opportunity to chuck away.

33) toss away ~을 던져 버리다

(= to throw something away carelessly)

ex) That much money is not to be tossed away lightly.

34) sign away (권리•재산을 서류에) 서명하여 양도하다, 권리를 포기하다

ex) First of all, they made us sign away all of our rights.

35) melt away 차츰 사라지다, 사라지게 하다

ex) The crowd around the bench began to melt away.

36) go away 떠나다, 없어지다

ex) Go away and leave me alone!

ex2) We’ll probably go away at Easter.

37⭐ give away 거저 주다, 양보하다, 폭로하다, 누설하다

ex) You can’t give away Granny’s old bookcase - it’s a valuable antique.



2022/01/17 구동사 5강ㅣaway [ 바나나 잉글리쉬 ] 12

ex2) Don’t give away the secret.

38) gamble away 도박으로 ~을 다 날리다  
(굳이 도박이 아니더라도 투기성이 짙은 부동산 등을 이야기 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

ex) He gambled away all of our savings.

39) fall away 서서히 줄어들다

ex) All our doubts fell away.

ex2) All his old friends fell away from him.

40) fade away 사라지다, 시름시름 앓다 죽다

ex)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41) die away 서서히 사라지다

ex) His voice died away in a whisper.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속삭임이 되었다.

42) clear away 청소하다, ~을 치우다

ex) I’ll help you to clear away after tea.

🍌 help 는 목적어나 목적보어 자리에 오는 to를 생략할 수 있다.

( 특이하게, 사역동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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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arry away ~을 휩쓸어 가다, ~을 흥분시키다

ex) Heavy rain can also carry away the soil.

폭우는 흙들을 휩쓸어갈 수 있다.

✔ be carried away 넋을 잃다, 무아지경이 되다

완전 오버하다, 맛탱이가 가다, 완전 흥분하다

ex) Don’t get carried away - it’s not that exciting.

그렇게 흥분하지 마, 이거 그렇게까지 좋은 일 아니야.

ex2) We should not be carried away by our success.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해서는 안 돼.

ex3) 쇼핑가서 엄청 물건 많이 샀을 때 - I got carried away.

🍌 be carried away 와 get carried away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get carried away 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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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Continous Activity 행동 / 활동이 반복되고 계속되다

(’싫어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다 ‘ 라는 뜻도 있다!)

44) eat away 먹어 치우다, 부식시키다, 침식시키다

ex) Eat away, children; you are welcome to all you want.

ex2) Woodworm had eaten away at the door frame.

45) work away 열심히 공부하다, 계속 일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ex) He works away from home during the week.

그는 주중에 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ex2) Students should work away at getting good marks.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는데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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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type away 타자 치다 ( 계속 타자를 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

ex) Just move the cursor and type away.

ex2) I started to type away and didn’t look up again until four o’clock.

47) slog away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다 / work away 랑 거의 똑같은 의미

ex) Slog away at your studies.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해.

ex2) You slog away here all day?

너 하루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48) snore away 코를 드르렁거리다

ex) You’ve been snoring away happily for hours.

ex2) How often have I lain awake with you snoring away?

네가 코를 고는 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니?

49) slave away 노예처럼 일하다

ex) Some people slave away nights and weekends at the office.

50) puff away 뻐끔뻐끔 피우다, 연기를 내뿜다

ex) Many public places in Seoul still allow smokers to puff away on cigarettes, which 
ultimately puts us all at risk.



2022/01/17 구동사 5강ㅣaway [ 바나나 잉글리쉬 ] 16

51) plug away (특히 힘들게 여겨지는 것을) 꾸준히 하다

ex) She keeps plugging away at French.

ex2) We ought to plug away the best we can.

52) peg away (~을) 열심히 하다, 끈기 있게 하다

peg 못, 말뚝, 말뚝을 박다

ex) She pegged away at her essay.

그녀는 끊임없이 에세이 작업을 했다.

ex2) He’s been pegging away at his work for many years.

그는 수년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53⭐ chat away 노닥거리다, 떠들다, 조잘대다, 끊임없이 말을 하다

ex) Whenever I walk in, I always find the two of them chatting away.

54) beaver away 부지런히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 beaver away at something ~에 일하여 부지런히 일하다.

ex) We watch him beavering away at his painting.

ex2) You’ll beaver away for peanuts, or else go to jail.

돈 적게 벌어도 열심히 해야해, 아니면 너 감옥 갈 거야. (주는대로 받아.)

✔ 임금이 적은 것, 돈을 적게 버는 것을 peanut 이라고 많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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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Out of sight or in a safe place 숨겨두다 / 저장하다

55) clear away 청소하다, ~을 치우다

ex) Can you clear away all your toys now?

ex2) You have to clear away the debris.

56) stow away (배•비행기 등을) 몰래 타다, 밀항하다

* stowaway 몰래 탄 사람, 밀항자, 밀입국자

ex) A boy was a caught trying to stow sway on a plane.

57) store away 비축해 두다, 저장해 두다

ex) Now it’s time to store away your fur coats for the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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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Store it away for future use.

58) squirrel away (나중에 쓰려고) ~을 감춰 두다, 저장해 두다

59) send away 쫓아보내다, 주문하다, 보내다

* send away (to somebody) (for something)

= to ask to receive (something) by sending a letter, coupon, etc.

ex) I want to send away for some books I need.

60) put away 넣다, 치우다, 모으다

(많은 음식이나 술 등을) 먹어 치우다, (교도소•정신병원 등에) ~ 를 집어넣다 
ex) He must have put away a bottle of whisky last night.

ex2) Put away any valuable or breakable objects. 

61) pack away (사용하지 않을 때에) 작게 접어놓다 / (다 쓰고 난 뒤에) 챙겨서 치워 놓다

ex) Come on, children, it’s time to pack away your toys.

62) lock away ~을 안전한 곳에 넣어 두다 / (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없는 곳에) 넣어두다

ex) The prisoner is securely locked away. 

63) fold away 접다, 정리하다

ex) The bed can fold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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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I have some time to help you fold away your stuffs.

64) file away 종렬을 지어 정리하다, 기록해두다, 행진하다

ex) Please file away those letters in a drawer.

🌠 6 / Result 결국 / 마침내는 ~하다 

65) come away (~에서) 떨어져 나가다, 거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와

ex) I had to come away from the party early.

🍌 come away with something (어떤 인상•느낌을) 갖고 떠나다

ex) We came away with the impression that all was not well with their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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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way with it! 그냥 말해버려!

66) take away 제거하다, 치우다, 줄이다, 빼다, 죽이다, 떠나가다, 가지고 가다

ex) 70 takes away 5 is 65. 

70 빼기 5 는 65 이다.

ex) I was given some pills to take away the pain.

나는 알약들을 아픔을 줄이기 위해 받았다.

🍌 takeaway 배운 점,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 핵심 포인트

테이크 아웃 전문점, 테이크 아웃 음식

✔ takeway 는 조금 더 영국식이고, takeout 은 미국식!

ex) That was my takeaway.

ex2) But I need to say my important takeaway message from this experience!

🍌 take 단어 뜻의 뉘앙스 

뺏는 느낌. 예를 들어 ‘ I took his job ' 이라고 하면,

나는 그의 자리 혹은 직책을 내가 가져갔다는 의미. (조금 더 뺏었다는 느낌.)

🌠 7 / Miscellaneous 그 밖의 의미들

‣ blow away 날려 보내다, 뿅가게 하다, 기분전환 해주다, (남에게 쉽게) 이기다

- blow 불다, 날려보내다

ex) Why don’t you guys just dry up and blow away?

말 그만하고 꺼져, 내 눈 앞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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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up 말리다

* be blown away by 감동 받다, 뿅 가다

깜짝 놀라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ex)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it.

나는 너무나도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것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 Animation

Go away! At least wait until we get away from everyone around.

절로 가! 적어도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봐.

‣ go away 절로가!

‣ get away from ~에서 떠나다/ 빠져나가다

🍌 blow raspberry 혀를 내밀어 소리를 내며 ~에게 야유를 보내다

짜증나거나, 기분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This was a good idea. I love to get away from work and the apartment is starting to get 
so stuffy.

‣ get away from ~에서 떠나다/ 빠져나가다

‣ 여기서 apartment 는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를 말하는 것.

🍌 stuffy (환기가 안 되어) 답답한 = airless  = stale  퀴퀴한,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마음이 답답할 때 - frustrated 답답하다, 좌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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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gree. I’m blown away at the amount of dust that was on the window ledge when I 
cleaned it yesterday.

맞아. 어제 청소할 때 창문 선반에 있던 먼지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

‣ be blown away 감명받다 / 뿅 가다 / 깜짝 놀라다

‣ blow away 날려 보내다, 뿅가게 하다, 기분전환 해주다, (남에게 쉽게) 이기다

- ledge [ledʒ] 선반 

You were cleaning the window ledges yesterday? Did you get carried away?

‣ get carried away 오바하다, 선을 넘다, 흥분하다,

(원래 결심, 목표했던 것으로부터) 휩쓸려 버려서 많이 하다

(= go overboard 과하게 하다, 오버하다)

🍌 정신 나갔어? Are you out of your mind? / Are you insane?

오바했어? Did you get carried away?

I was anxious over that interview downtown 

‣ over ~ 때문에

and couldn’t chase away the need to do something.

‣ chase away 쫓아내다

Leave it to you to find putting away things fun.

= Leave it to you to find fun in putting things away.

‣ put away – 넣다, 모우다, 치우다, 먹어치우다, 정신병원 같은 곳에 집어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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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ting things away = clean up, tidy things )

🍌 Sarcastic - Leave it to you (~는 너한테 넘길게)

= Leave it to you to consider putting things away as a fun activity

( to find something to be fun

= to consider something as fun to do/ to believe something is fun to do )

= Leave it to you to find fun in putting things away. (원래 문장) 

= Leave it to you to find cleaning things fun.

= Leave it to you to find clean as fun.

= Leave it to you to find fun in cleaning.

ex) Leave it to you to ruin all the fun. 

이렇게 재밌는 거 다 망치는 건 너한테 맡겨야지 뭐.

I never said it was fun. 

I said that it was to chase away all my nervous energy. It was tiring me out.

‣ chase away 쫓아내다

Oh…. Did you go to the interview with dirt on you?

너 혹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간 거야?

Maybe a bit.

Well, it might be for the best, we’ve needed to chip away at the mess in our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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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p away 조금씩 잘라내다/ 벗겨지다/ 서서히 사라지다 (= eat away)

조금씩 청소를 해나가다 (조금씩 더러움을 벗겨내다)

‣ chip in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나눠서 하다

참고) Chip in cleaning up all the mess. 일을 너랑 나랑 나눠서 청소하자.

🍌 chip in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나눠서 하다 / chip away 일 자체를 나눠서 하다

Both of us have been so busy that I felt my memories of your cooking was fading 
away from my memory.

‣ so ~ that S + V 너무 ~해서 S 가 V 하다

‣ fade away 점점 사라지다

🍌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는 소유격으로 쓴다 - your cooking

Okay, that’s a little much, don’t you think? You can do away with the theatrics.

‣ do away with …을 버리다, 처분하다, 폐지하다, 그만두다 (= get rid of)

ex) do away with somebody / yourself. 죽이다, 자살하다

🍌 You can do away with the theatrics. 오바는 좀 그만하지?

(= You can stop being dramatic.)

It’s the truth, mostly. I have missed you.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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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you’re probably not going to like it very much.

It’s too late now. Tell me. Fire away.

🍌 fire away ( fire [동사] 총 쏘다 )

(= tell me! = go ahead = shoot! (명령문 형태로 쓰여) 말[질문] 하세요

= go for it = Bring it = tell me what’s on your mind! = Come on, tell me! Say it!)

I hate the photo of the pug taped to your university degree.

You are absolutely not putting away Mr. Buggles.

‣ put away 무언가를 떼어내서 안 보이는 곳에 두다

take off 떼어내다 (근데 그 뒤에 무엇을 할 지는 모름)

🍌 putting away = take it down = take it away = take the whole thing down [ 전체 ]

take off 떼어 내다 = take off the sticker [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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