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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

돈뿐만 아니라 숫자와 관련된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 

한계를 설정하는 지점

ex) He came here from the city. - 그는 도시로부터/도시에서 이곳으로 왔다.

: 그가 온다는 행위가 도시에서 시작했다.

ex2) I am leaving a week from today. - 나는 오늘 있다가 일주일 후에 떠날 거야.

: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계산되는 시점이 오늘부터!

ex3) It cost from $5 to $10. -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서 계산이 측정됩니다.

: 한계를 지정할 때도 from A to B 를 많이 사용한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

ex) Called me from a pay phone. - 그는 공중전화로부터 나에게 전화했다.

ex2) She ran a business from her home. -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부터 비지니스를 운영했다.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뭔가를 제거하는 것, 추출하는 것,

배제하는 것, 배출하는 것, 빼내는 것, 차이를 두는 것 

ex) Even if you have dark skin, you still need protection from the sun.

- 심지어 니가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넌 태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해.

ex2) Having a hobby is a good way for people to get relief from their busy lives. ( 차이를 
두는 것 )

- 취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바쁜 삶으로부터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원천, 이유, 에이전트, 기준, 근본 

ex) What do we conclude from that? -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뭐야? ( 원천 )

ex2) Just got a call from my lawyer. -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 ( 에이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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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nt, lawyer 등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ex3) He always stole money from his father’s wallet. ( 원천 )

- 그는 항상 그의 아빠의 지갑으로부터 돈을 훔쳤다.

1) back off from ~에서 손을 떼다, 물러서다, 그만두다

* back off 물러서! 뒤로 가! 나한테서 떨어져!

ex) Now is not the time to back off from it. -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물러설 시간이 아니다

ex2) He refused to back off from his earlier statement. 

- 그는 그가 이전에 했던 말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거절했다. 

(한 말을 되돌리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

ex3) I’ve never known you back off from anything or anybody.

- 나는 한 번도 너를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물러서는 사람으로 안 적이 없어.

( 너는 원래 물러서는 법이 없잖아.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알지 않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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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back from something 물러서다 / 멀리 떨어지다

( ‘ stand 서 있다 ‘ 는 ‘ stay 머물다 ‘ 라는 뜻도 있다. )

ex) The police ordered the crowd to stand back. - 그 경찰이 군중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시
켰다.

ex2) The house stands back from the road. - 그 집은 길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ex3) It’s time to stand back and look at your career so far. 

- 지금은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당신의 경력을 볼 시간이다.

ex4) He stood back from the drug. - 그는 약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 그는 약에 손도 안 댔
다. )

ex5) Please board and stand back from the doors. - 탑승해주시고 문으로부터 물러나주세
요.

( ‘ board 배를 타다, 승선하다 ‘ 의 의미로 많이 쓴다. )

2) come up from behind 뒤진 것을 만회하다

ex) He worked so hard to come up from. 

- 그는 뒤진 것/지금까지 못 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했다.

ex2) So he must have come up from behind you. - 그는 네 뒤에서 뒤진 것을 만회했나 봐.

3) come from behind 역전하다

* a-come-from-behind-win 역전승

* a-come-from-behind-vitory 역전승  

ex) We’ve come from behind and shown great courage. - 우리는 역전을 했고 용기를 보
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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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It was an amazing come from behind victory as well. - 그것은 또한 엄청난 역전승이
었다.

ex3) She was able to come from behind for the win. - 그녀는 역전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ex4) Of course it is more difficult to come from behind. - 당연히 역전하는 것은 더 어려웠
다.

🍌come up from behind 와 come from behind 는 거의 같은 뜻!

4) come from ~의 출신이다, ~에서 생겨나다

ex) Where does her attitude come from? 

- 쟤 태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쟤 왜 저래? 뭐 믿고 까불어?

ex2) Which part of South Korea do you come from? -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ex3) They come from totally different cultures. -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 출신이야.

ex4) Her answer seemed to come from the subconscious. 

- 그녀의 대답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 conscious 의식, 의식이 있는 / unconscious 무의식, 의식이 없는

‘ sub ‘ 에는 ‘ deep down ‘ 이라는 뜻이 있다. 

내면 앞에 깊게 있는 무의식이라는 뜻으로 subconscious 를 쓴다. 

‘ submarine 잠수함 ‘ : sub 저 아래에, marine 해양 - 해양의 아래에 있는 잠수함

ex5) The fishes come from way up the river. - 물고기들의 강의 위쪽으로부터 온다.

‣ 물고기들이라고 말할 때, 위처럼 fish 에 es 를 쓰지 않아도 복수형 취급할 수 있다.

ex6) Where does the term autism come from? - 자폐증(autism)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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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7) Dislike and hatred usually come from ignorance. - 싫어함과 증오는 무지로부터 나온
다.

ex8) Where did the plants come from? - 이 식물들은 어디서 왔나요?

ex9) Where did that idea come from? - 그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왔나요?

5) take away from ~로부터 벗어나다, 배우다, ~을 폄하하다, 깎아내리다, 뺄셈하다

‣ take away 죽이다, 제거하다, 가져가다 take away 가 명사로 쓰일 때는 배울점 이라는 뜻!

take away from 도 ~로부터 배우다 라는 의미가 있다.

ex) Take away from people as me. -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내가 그런 것처럼.

( 사람들이랑 연락 안 해, 안 어울려.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 )

ex2) No one would disagree with that or take away from it.

- 아무도 그것에 반대하거나 우리로부터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

ex3) I just don’t want it to take away from my othe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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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애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아.

ex4) So, what can I take away from this? -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데?

ex5) Here’s the main point to take away from this article.

- 이 기사에서 여기에 배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ex6) They cannot take away from us who we are.

-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빼앗아갈 수 없어.

ex7) What can the people of Chicago take away from this? 

- 시카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ex8) Please take me away from this! Take me away! - 날 여기서 꺼내줘! 꺼내달라고!

6) stay away from …을 가까이하지 않다, …에서 떨어져 있다 / 가까이 오지마; 내 주위에서 
멀어져

* shun away from ~로부터 피하다 / shun 피하다

ex) I want you to stay away from my daughter. - 나는 네가 내 딸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
래.

ex2) Stay away from wicked people. - 악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ex3) Do not soil your hands and stay away from the matter. 

- 너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그 일에서 손을 떼.

ex4) His docter warned him to stay away from alcohol.

- 그의 의사는 그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경고했다.

7) stray from ~에서 빗나가다, 옆길로 새다

* stray from the point 핵심을 벗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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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y from the subject 주제에서 벗어나다

ex) Probably it would not be a good idea to stray from the path, here.

- 여기서 옆길로 새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ex2) Do not stray from what I teach. - 내가 가르치는 거에서 옆길로 새지 마.

ex3) It’s not like you to stray from your routine. - 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다니 너답지 않아.

ex4) You stray from the path, you’re lost entirely. - 당신이 길을 벗어나면, 너는 완전 길을 
잃을 거야.

8) walk away from (힘든 상황•관계를) 떠나 버리다, 상처 없이 피하다

‣ 떠나기 쉽지 않은, 고통을 주는, 정신적으로 힘든 관계에서 떠난다고 할 때 많이 쓴다.

ex) Don’t ever walk away from me. -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 마.

ex2) You can’t just walk away from 15 years of marriage! 

- 너는 그런 식으로 15년된 결혼생활을 떠날 수 없어. 

ex3) There was a tendency in him to walk away from the impossible thing.

-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

ex4) Kill me now and maybe you walk away from this. 

- 날 지금 죽여 그러면 니가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ex5) She began to walk away from him. -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걸어가기/떠나기 시작했다

ex6) This is because it can simply walk away from floods! 

- 이것은 단지 홍수로부터 멀리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야!

ex7)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 어떻게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나요.

* move away from (특정 생각, 방식 등)에서 벗어나다, 이사가다

ex) Try to move away from cigarette smoke. - 담배 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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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I don’t like changing school because I have to move away from all of my friends.

- 친구들이랑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9⭐ hail from ~출신이다, ~에서 태어났다

‣ hail 우박, 쏟아지는 [퍼붓는] / hail from ~출신이다 (= be from )

ex) My mother’s family hail from Ireland. - 우리 엄마네 가족은 아일랜드 출신이다.

ex2) These ladies hail from my neck of the woods. - 이 여성분들은 우리 동네 출신이야.

→ neck of the wood 가까운 곳; 근처, 지역, 일대

neck of the woods 고향, 동네 / in ~ neck of the woods ~의 고향, 동네 

( ex. Hey, Amy, what brings you to our neck of the woods? 야 에이미! 우리 동네엔 무슨 
일이야? 

What you doing in our neck of the woods? 우리 동네/지역에서 뭐 하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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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What part of my subconscious do you hail from?

- 네가 내 무의식 속 어디서 왔을까?

ex4) Both men hail from New York City, where they began working together in 1957 
under the name Tom and Jerry.

- 그 두 남자들은 그들이 1957년에 Tom 그리고 Jerry 라는 이름으로 

일하기를 시작했었던 뉴욕 출신이다.

 

10) hear from ~로부터 연락을 받다, 소식을 듣다

ex) My guess is that we won’t hear from him again.

- 내 추측은, 우린 다시는 그에게서 소식을 못 들을 것 같다는 거야.

ex2) We hope to hear from you soon. - 곧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 끝나고 “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for your time. “ 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 표
현!

ex3) I’m anxious to hear from you. - 나 너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 죽겠어!

( ex. Yes, I am anxious to get out of work.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요. )

ex4) I occasionally hear from him. - 나는 가끔 그로부터 소식을 듣는다.

11) keep away from ~에 가까이 하지 않다

ex) Keep away from such company. - 그런 사람이랑 놀지 마.

‣ company 일행, a group of people 

ex2) I would rather keep away from them than stay with them. 

-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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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He warned Billy to keep away from his daughter.

- 그는 빌리에게 자기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2) keep from ~하지 못하게 하다, ~하지 않다

* keep from ~ing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다, 막다

( ex. Keep me from telling the world 내가 사람들한테 말 못 하게 막아줘! )

ex) I could hardly keep from smiling. -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 could hardly keep from ~ing 도 많이 쓰인다.

( ex. I could hardly keep from laughing 안 웃을수가 없었다니까? )

ex2) I could hardly keep from tears. -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ex3) She could hardly keep from laughing. - 그녀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다.

ex4) Keep from lo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전체를 잊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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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hy away from (불안하거나 무서워서) (~을) 피하다

‣ shy 부끄러운, 창피한 (쪽팔리는), 부족한

( ‘ 부족한 ‘ 의 의미로 쓰일 때 ex) 계산하는 상황 

A: Do you have change? I’m a little shy. 잔돈 있어? 돈이 조금 부족해. )

* shy away from the spotlight 주목 받는 것을 꺼리다, 피하다 

ex) They shy away from adopting this policy. - 그들은 이 정책의 채택을 피하고 있다.

‣ adopt 채택하다

ex2) I do not shy away from it. - 나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ex3) You tend to shy away from that. - 너는 그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ex4) They shy away from admitting any blame. - 그들은 어떤 비난도 인정하는 것을 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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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5) Don’t shy away from handling a hedgehog. - 고슴도치를 만지는 것을 겁내지 마라.

ex6) Her eyes shy away from mine. - 그녀의 눈은 내 눈을 피했다.

ex7) Don’t shy away from saying what you think. -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하는 것을 피하지 
마.

ex8) We frequently shy away from making decisions. 

- 우리는 자주 결정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ex9) You shy away from every challenge. - 넌 모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잖아!

14) pull the rug (out) from under 뒤통수치다, (갑자기) 지원을 철회하다, 좌절시키다, 허를 
찌르다

* ( out ) from under 궁지[곤경]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끝이 나서 

ex) The Government pull the rug out from under local authorities and withdraw the 
funding.

- 정부는 지역정부들에 손을 떼고 지원금을 철수했다. 

ex2) You pulled the rug from under your dad. - 너는 너 아빠한테 뒤통수친 거야.

ex3)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tempted to pull the rug out from under Bill 
Clinton wherever possible. -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가능한 Bill Clinton 을 뒤
통수치려고 시도했다.

🍌 Democratic Party 미국 좌파 ( 민주당 ) vs Republican Party 미국 우파 ( 공화당 )

ex4) It pulls the rug from under local democracy. - 이것은 지역 민주주의에 뒤통수쳤다.

ex5) Pull rug from under the peoples’ feet. 

- 사람들의 발 밑에 발 매트를 확 당긴다. ( 사람 뒤통수치다, 엿먹이다 )

ex6) The government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refugee camps.

- 그 정부가 난민의 지원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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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7) The rugh was pulled from under my feet. - 나는 뒤통수를 맞았다.

🎬 Animation

Okay, so I know we talked about Europe, but I was thinking, maybe Australia?

Yeah, but I tend to shy away from all the creatures there. 

‣ shy away from (불안하거나 무서워서) (~을) 피하다

‣ creature 생물체 ( 동물이 아니어도 벌레도 포함된다! )

I’m not really fond of going places where almost everything could kill me.

‣ be fond of ~를 좋아하는 (= be crazy about = be a big fan of = be in to = fancy ) 
✔ 의외로 be crazy about 은 어감이 강하지 않다. 

be in to, be crazy about 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You’re right. I’d forgotten how many dangerous animals there are in Australia. 

🍌 I had forgotten - 이 경우, 이미 과거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과거의 이야기를 해
서!

What about the Bahamas?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 이름은 앞에 the 를 붙여주고 뒤에는 s 를 붙여준다.

( ex. the Philippines 필리핀 )

We could come back from there by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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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from ~에서 돌아오다

💡 by : 여행길 & 교통수단 일 때 널리 쓰인다. 수면 위, 하늘 위, 길 위 인 경우!

‣ We can travel by bike / by motorcycle / by car / by van / by lorry 

by truck / by train / by plane / by bus / by ship / by tram / by boat 

‣ transportation environment ( by sea / by lang / by air )

‣ the surface area ( by rail / by road / by water )

 

💡 on : 대중교통 과 관련성이 가장 크다.  

교통수단이 움직이는 도중 우리가 서거나 걸을 수 있는 경우.

동물을 타는 경우. 뭔가 위에 올라타는 경우. 지면 위를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경우.

ex) I’m on a train / Jane is on a bicycle.

⭐ on foot : 도보 여행을 했다고 말할 때는 by foot 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걸어서 왔다고 할 때는 지면 위에 걸어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on foot 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 in : 개인적인 교통수단 ( 택시 포함 ) : 앉을 수는 있지만, 설 수 없는 경우의 교통수단일 때.  

ex) in a car / taxi / tractor / helicopter ..

If we do that, we might as well take a cruise.

That would be good. We could keep away from the shore, be on the open ocean.

‣ keep away from ~에 가까이 하지 않다

But that’s scary. Open water and big boat seem ter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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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fying - scary - frightening - intimidating

Yeah, I guess so. Let’s stray from those then. Where else could we go? 
‣ stray from ~를 피하다 (= shun away from )

We could go to Asia? 

Sure! Which country? 

I’ve always wanted to visit Korea. I love Kimchi! 

Me too. I have a few friends from Korea, I’ll reach out to them and hear from them 
where the 
best places to visit are.

‣ hear from 소식을 듣다, 이야기를 듣다

🍌 a few / few / a little / little 차이

‣ a few = a small number of 조금 (수) - 긍정적 뉘앙스 

‣ few = not a lot of 거의 없는 (수)

‣ a little = 조금 (양) / ‣ little = 거의 없는 (양) ex) I only have little money.

Sounds good, so where else could we go? 

What about Egypt? We could take a lot from a trip there, learn a lot and enjoy the 
sights.

‣ take a lot from ~로부터 많은 것을 취하다

‣ the sights 관광지 (= tourist attraction = tourist spots )

sightseeing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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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way! I don’t really want to learn on a vacation. 
‣ Get away! 싫어!

🍌 특별한 기간에는 ‘ on ‘ 을 사용한다. 일 년 중에서 얼마 없는 날에!

휴가 가는 기간 자체가 특별해서 on a vacation,

생일에도 on my birthday, 크리스마스를 이야기 할 때도 on Christmas !

That’s boring. You just want to laze around? What would you get from it? 
‣ laze around = lounge around 느긋하게 [별 하는 일 없이] 지내다

‣get from ~로부터 얻다

Relaxation. I wouldn’t be stressed and could just unwind. 
‣ wind 감다, 바쁘게 살다 / unwind 실타래를 풀다, 긴장을 풀다

Okay, I get it. We’ll stay away from learning spaces. 
‣ stay away from …을 가까이하지 않다, …에서 떨어져 있다 

What about the Maldives? 

Yeah, yeah, that sounds good. 

Good, then we’re agreed. We’ll ask my friends about Korea and I’ll look more into the 
Maldives

‣ look into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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