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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

🍌 though [ðoʊ] ‘ (비록) ~이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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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절 같은 걸 가져올 때는 ‘ (비록) ~이긴 하지만 ‘ 이라고 쓰이고,

그냥 부사로서 문장 맨 끝에 많이 오기도 한다. 

ex) I study hard though. 나 공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 through 

1) ~를 통해서 [ 매체 ] 

2)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 Through means

1. Communication - 소통하는 것

: 무언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 혹은 창구

2. To the end, Completing - 끝까지 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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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mining -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

4. Become Law - 법적 단계로 넘어가는 것

🌠 1 / Communication 소통하는 것

1) get through ( 전화로 …와 ) 연락이 닿다 / ( …에게 ) 가 닿다 [ 전달되다 ]

완수하다 / 통과되다 / ( 시험 따위에 ) 합격하다 

~을 빠져 나가다 / 나가게 하다 / 다 써버리다

ex) I couldn’t get through- the line’s engaged.

전화 선이 연결 돼(통화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됐어. - (전화로 ~와) 연락이 닿다

ex2) I find it impossible to get through to her. 

그녀에게 연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전화로 ~와) 연락이 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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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형식 : [ I 주어 / find 동사 / it 목적어 / impossible 목적보어 / to get through to her 가
목적어 ]

→ ‘ it = to get through to her ‘ 

5형식 S + V + O + OC 에서 목적보어 OC 자리에 다양한 것이 오지만,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한 단어가 오는 경우가 많다.

가끔 목적어 O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to 부정사 기본적으로 두 단어이고 구동사 등이 오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로 바꿔준다.

ex3) First I have to get through the exams.

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통과하다

ex4) I will get through with this work by tomorrow evening.

나는 내일 저녁까지 이 일을 전부 다 끝낼 거야. - 전부 다 해내다 

🍌 get / take / make / have / put 

이 단어들은 너무 쓰임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이 단어가 보이면 뒤 문장을 보고 뉘앙스를 파악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put through 전화 연결하다, �학을 졸업시키다

( 계획 등을 ) 성사시키다 / ( 곤경•불쾌한 일 등을 ) 겪게 하다

‣ 전화나 이메일로 연결하다.

‣ 주로 돈이 있는 사람, 부모님이 아이를 �학에 넣어서 학비를 �주고 아이를 졸업시키다.

put 이 넣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조금 있다.

‣ ( 곤경•불쾌한 일 등을 ) 겪게 하다 라는 의미로 은근히 많이 쓰인다.

ex) Sorry I put you through all this,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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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I put through my goal that I really wanted to achieve.

내가 정말 성취하고 싶던 목표를 이루었다.

ex2) He asked to be put through to Charley.

나는 전화연결이 되어지도록 Charley 에게 요청했다.

‣ 연결하는 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be pp 로 be put through 라고 많이 쓰인다.

ex3) Your call has been put through. - 당신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 been put through - 수동태 

ex4) We put through a deal. -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ex5) The deal has been put through. 

3) filter through ~를 통해 침투하다 / 전달되다 

스며들다 / 끼어들다 / 거치다

‣ filter 거르다 의 의미가 있고, 

‘ ~를 통해 침투하다 ‘ 혹은 ‘ 전달되다 ‘ 의 의미는 뉴스나 메세지 소문과 연관이 된다.

ex) The sunlight filtered through the thin curtains.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ex2) Now grim news began to filter through the medical community.

그 우울한 소문이 의료계 커뮤니티에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했다.

4) come through ( 전화•무선•공식 기관을 통해 ) 뉴스나 메세지가 들어오다 / 도착하다

살아 남다 / 지나가다 / 견뎌내다 /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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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ave the test results come through yet?

그 테스트 결과가 우리에게 도착했니? 

ex2) My visa still hasn’t come through.

내 비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ex3) You will come through any crisis if you hang tough.

니가 조금 더 강하게 견디면 너는 어떠한 위험이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 hang 매달리다

Hang in there. 힘내. 조금만 더 견뎌봐!

🍌 관련 다른 표현들

- Keep up the good work! 지금처럼 계속 잘 해봐!

- (Keep your) chin up! 기운 내! 힘내! (엄청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주늑이 들어 있을 때) 

- Hang in there. 힘내. 조금만 더 견뎌봐! (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의 표현!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잡고 있는 것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봐 라는 뉘앙스.)

ex4) The city had faced racial crisis and (had) come through it.

그 도시는 인종 위기(문제)를 직면했었고 그것을 해결했다.

🍌 had faced 과거 완료 뒤에 come through 가 온 이유는 

이미 앞에 had 가 있어서 come through 앞에 had 가 생략됐기 때문!

✔ come - came - come 으로 과거형은 came 인데, pp형이 다시 come 과 똑같이 발음하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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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To the end 끝까지 해내는 것

: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해서 간다.

1) be through 관계를 정리하다, 절교하다, 아무 관계가 없다 / 일을 끝내다, 뒤끝을 맺다

ex) I’ll be through with this in a few minutes. (= I’ll be done with this in a few minutes.)

나는 이걸 몇 분 뒤에 끝낼 거야. 

‣ 금방 끝난다고 할 때 ‘ I’ll be through ‘ 를 많이 쓴다.

ex2) Drop dead! I am through with you.

난 너랑 끝이야. 난 너랑 다시 안 본다.

‣ Drop dead. 끝이야. 완전 끝. ( I’m done 과 비슷하다. )

( 전부 다 이제 손에서 놓는다는 뜻. 의역하자면 제기랄. 젠장. 이라고도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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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through with you! = I am done with you.

ex3) As much as I hate to admit it, I think we’re through.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사이는 끝인 것 같아.

‣ as much as ~만큼이나

2) pass through 통과하다 / 지나가다 / 관통하다 / 거치다

ex) The pipes will have to pass through the wall.

파이프들은 이 벽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한다.

ex2) He felt a small ripple of fear pass through him.

그는 두려움이 잔잔하게 몸통으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 ripple 파동, 잔 물결

3) live through ( 살면서 ) ~을 겪다 / 살아남다 / 견뎌내다

ex) He will not live through the night.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ex2) We’ll have to just live through it.

우리는 그것과 같이 견뎌야 해/살아야 해.

4) get through ~을 빠져 나가다 / 통과하다 / 시키다

합격하다 / 완수하다 / 끝내다 / 졸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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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에는 항상, 힘들다 / 끝내기 힘든데 겨우 했다는 의미가 있다

ex) The passage is too narrow for cars to get through.

차가 지나가기에는 길목이 너무 좁다.

🍌 2형식 : [ The passage 주어 / is 동사 / too narrow 보어 / for cars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
어 ]

ex2) First I have to get through the exams.

먼저,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해.

5⭐ follow through 나중에 다시 확인하다 / 다 끝내다

ex) He decided to follow through with his original plan.

그는 그의 원래 계획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원래 계획을 다 끝내기로 결정했다.

✔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ex2) Follow through in a timely manner.

시기 적절하게 다 끝내라.

시기 적절할 때 나중에 다시 확인해라.

6) crash through ~을 돌파하다 / ~을 뚫고 나가다 / ~을 밀치고 나아가다

ex) A stone came crash through the window.

돌이 창문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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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one came 이라고 문장이 1형식으로 끝났는데, crash through 라고 동사가 또 왔다. 
이런 것은 흔하지 않지만, 문장이 1형식일 때 많이 오는 구조이다.

- ‘ go ‘ or ‘ come ‘ + (새로운)동사 

go 나 come 등 1형식 동사는 뒤에 동사를 하나 더 받아주는, 조동사 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ex) Let’s go swim! / Let’s come swim! 와서 수영해!

7) come through ( 약속�로 무엇을 ) 해내다 [ 완수하다 ]

살아남다 / 완수하다 / 지나오다 / 거쳐오다 

ex) He had to wait for months for the visas to come through.

그는 비자가 완수되기를 몇 달동안 기다려야 했다.

🍌 to come through -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for the visas 의미상의 주어

ex2) He has come through two world wars.

그는 두 개의 세계�전을 거쳐 살아남았다.

8⭐ carry through 달성하다 / ~을 완수하다 / 이행하다

ex) He has proved he can carry through on this promises.

그는 그가 그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다고 증명해왔다.

ex2) Let’s carry through with the task.

우리 빨리 이 일 다 끝내버리자 / 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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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urn through ( 무언가를 엄청 빠른 속도로 ) 다 써버리다

ex) Let’s say we burn through $5 million!

이렇게 한 번 가정해보자, 우리가 5백만 달러를 다 써버리는 거야!

‣ Let’s say ~ 이렇게 가정해보자

10⭐ breeze through ~을 아주 수월하게 해내다

(= sail through)

‣ breeze 산들바람, 기분 좋은 바람

ex) She breezed through her exams.

그녀는 시험을 너무 쉽게 통과했다.

ex2) He breezes through life, never worring about anything.

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수월하게 살았어.

11) break through ( 무력으로 ~을 ) 뚫고 나아가다

( 구름 뒤에서 ) 나타나다 / 극복하다 / 나아가다

ex) Soon the sun would break through the mist.

곧 태양이 안개를 뚫고 나올 거야.

ex2) I tried hard to break through his silent mood.

나는 그의 그의 침묵의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했어. 

( 나는 그가 묵언하는 분위기 속에 �화를 해보려고 시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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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lunder through 타개하다 / 간신히 꾸려 나가다 

⭐ blunder [ˈblʌndə(r)] 어리석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

 

 

ex) I had to blunder through the exam while hardly remembering a thing.

나는 거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간신히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다. 

13) play through [ 음악•곡 따위 ] 를 끝까지 (계속) 연주하다 / (스포츠에서) 계속 승리하다

ex) We’ll give you a few minutes to play through.  
우리가 연주(혹은 게임)를 끝마칠 수 있도록 몇 분을 드릴게요.

14⭐ work through 해결하다 / 알아차리다 / 알아내다

(= figure something out 과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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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Counselling is helping him work through this trauma.

상담하는 것은 그가 트라우마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2) We could either talk about out issues and work through our problems,

or we can just sit here doing nothing.

15) sleep through 깨지 않고 자다 / 잠자고 있어 ~을 깨닫지 못하다.

ex) Some animals sleep through the winter.

몇 동물들은 깨지도 않고 겨울 내내 잔다.

ex2) What’d you do, sleep through your alarm?

잠을 너무 깊게 자서 알람을 듣지도 못 했어?

16) sit through (지루하거나 장활한 공연•연설 등을) 끝까지 앉아서 보다 / 끝까지 자리를 지키
다

ex) The children are too yong to sit through a concert.

그들은 콘서트 내내 앉아 있기에는 너무 어리다.

16) see through 끝까지 지켜보다 / 도와주다 / 꿰뚫어 보다 / 간파하다

( 특히 간파하다의 의미로 잘 쓰인다. )

ex) I can see through your little game.

네 속 다 보인다.

‣ 술수를 쓰거나 뒤에서 장난칠 때 little game 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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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표현 : Don’t play with me. - 너 나한테 장난치지 마.

ex2) She could see through my heart.

그녀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봤다.

‣ heart 는 심장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17) run through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 / ~에 가득하다 / ~을 빨리 살펴보다

살펴보다, 예행 연습하다

ex) Could we run through your proposals once again?

우리가 네 제안을 한 번 빠르게 더 살펴볼 수 있을까?

ex2) Can we run through Scene 3 again, please?

우리가 Scene 3 를 한 번 더 살펴볼(or 예행연습할) 수 있을까?

18) race through 급히 보고 넘어가다 / 지나가다

ex) This chapter is very important, you mustn’t race through it.

이 챕터는 매우 중요해서, 급하게 지나가지 마.

19) win through 수행해나다 / 성취하다 / 헤쳐나가다

ex) It won’t be easy but we’ll win through in the end.

쉽지 않겠지만, 결국 끝내 우리는 성취하고 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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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omp through 시원시원하게 [ 뚝딱 ] 해치우다, ~을 쉽게 해내다

‣ romp [rɑːmp] (떠들어 �며) 즐겁게 뛰놀다

(원어민이 아닌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자주 들을 일도 없지만, 성관계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

ex) Ron expected to romp through the test.

Ron 은 쉽게 그 테스트를 해낼 거라고 기�했다.

ex2) This is easy stuff, we’ll romp through this.

이건 정말 쉬운 거야, 우린 이걸 뚝딱 해치울 거야.

21⭐ put through (곤경•불쾌한 일 등을) 겪게 하다

ex) He don’t need to be put through this.

(원래는 He doesn’t 인데, 흑인이 한 말의 문장을 들고 와서!)

그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돼.

ex2) I can’t even imagine the torture they were put through.

나는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문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

22) pull through (심한 병•수술 뒤에) 회복하다 / (아주 힘든 일을) 해내다

‣ pull 당기다

ex) The docters think she will pull through.

의사들은 그녀가 결국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ex2) He barely managed to pull through.

그는 해내기를 힘들었는데 하긴 해냈다.

🍌 manage to 겨우 해내다, 어떻게든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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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ower through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끝까지 해내다

ex) I think we have to power through it even more.

내 생각에 우리가 힘을 더 쏟아서 어렵지만 이걸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

24) muddle through 그럭저럭 [ 어떻게 하다 보니 ] 해내다

( blunder through 타개하다 / 간신히 꾸려 나가다 와 조금 비슷하다 ) 

‣ muddle 뒤죽박죽하게 만들다, 엉망진창으로 헝클다 / mud 진흙

ex) We’ll muddle through somehow.

우린 어떻게든 해낼 거야.

ex2) The team managed to muddle through another season.

그 팀은 힘들지만 겨우 다른 시즌을 해내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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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Are you sure you’re up to this? / I’ll muddle through.

25) waltz through ~을 손쉽게 잘 해내다 (= complete with ease )

ex) So we’ll just have to see if she can waltz through.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손쉽게 잘 해낼 수 있는지 봐야할 거야.

26) slog through 힘겹게 헤쳐 나가다

‣ slog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든지루한 일을) 열심히[묵묵히] 하다

힘겹게[묵묵히] 걷다[다니다]

ex) The teacher made us slog through long lists of vocabulary.

그 선생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긴 리스트의 단어를 다 외우도록 했다. 

 

27) scrape through (특히 시험에) 간신히 합격[성공]하다

‣ scrape 있는�로 다 끌어모으다

ex) I’ve been in your shoes and managed to scrape through so it’s not impossible.

내가 네 입장 되어본 적 있는데 간신히 그것을 해내는 데에 성공했었어.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

🍌 I’ve been there 나도 거기 있어봤어 / 겪어봤어.

28) rattle through 일을 척척 해치우다 ( 일이 박자에 맞춰 다 잘 되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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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something extremely quickly and perfunctorily. 

‣ rattle 달그락 달그락 거리다, 척 척 소리 

ex) Let me try to rattle through that long list of questions.

제가 그거 한 번 그 긴 리스트의 질문들을 척척 해치워 볼게요!

29) plough through ~을 마구 헤치고 가다 [ 달리다 ]

~사이를 가르고 나아가다 [ 뚫고 가다 ] 

( 특히 어렵거나 지루한 책•보고서 등을) 느릿느릿 잃어 나가다

‣ plough 쟁기, 쟁기로 갈다

ex) I had to plough through dozens of legal documents.

나는 여러 개의 법적인 문서를 천천히 다 읽어봐야 했다

‣ dozen 12개짜리 한 묶음 / 한 다스

dozens 여러 개/여러 명 (= a lo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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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mining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

1) comb through 구석구석 [ 철저히 ] 찾다

🍌 comb 빗, 빗으로 빗다

ex) Researchers have been combing through data files trying to detect problems.

그 연구자들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데이터 파일들을 구석구석 찾고 있는 중이다.

2) thumb through ~을 급히 훑어보다 [ 휙휙 넘겨보다 ] 

ex) She was thumbing through the magazine.

그녀는 잡지를 휙 휙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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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lk through (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 ~에 �해 끝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무언가에 �해 진지하고,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다 이야기 하다.

ex) He needed to spend time talking through his feelings.

그는 그의 마음에 �해서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4) riffle through ~를 휙휙 넘기다

 ‣riffle (종이·책장을 휙휙) 넘기다[�충 보다] (= leaf )

ex) She had to riffle through the pages of her notebook to find the sentence.

그녀는 그 문장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노트북 페이지들을 휙휙 넘겨야 했다.

5) read through ( 틀린 부분•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 ~을 꼼꼼히 잃다

ex) Read through your work and correct any mistakes that you find.

니가 한 작업물을 한 번 꼼꼼하게 읽어봐 그리고 니가 어떤 실수라도 찾는다면 고쳐. 

ex2) Hurry. Read through your dumb book already.

6) pick through 구석구석[철저히] 찾다, 특정한 것을 골라 내다

ex) I loved to pick through trash piles and collect empty bottles.

나는 쓰레기 쌓여있는 곳에서 빈 병들을 골라내서 모으는 걸 좋아해.



구동사 6강ㅣthrough [ 바나나 잉글리쉬 ] 21

7) look through 살펴보다, 구경하다 / 검토하다 / ~를 못 본 척하다

ex) Look through the catalogue and find this picture.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이 사진을 찾아봐.

ex2) I look through your letters. I look through your lockers.

I listen to your conversations. You don’t know that, but I do.

8) leaf through ~을 �충 훑어보다, 뒤적거리다

ex) He leafed through the music.

그는 음악을 �충 들었어.

9) go through ~을 살펴보다 [ 조사하다 ] / ( 법률•계약 ) 통과[성사]되다

( 일련의 행동 • 방법 • 절차 • 시기를 ) 거치다

ex) The deal did not go through.

10) glance through ~을 �충 훑어보다, 뒤적거리다

ex) Would you care to glance through it?

너 이것좀 훑어볼래? / 훑어봐줄 수 있어?

🍌 care 신경쓰다 - 부탁할 때나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쓴다.

care to ~ V / care for~ N

ex) 너 커피 마시고 싶어? (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라고도 하지만 )

Do you care for coffee? / Do you care for some coffee?

너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실 정도로 신경 써? 커피 좋아해? -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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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lick through ~를 휙휙 넘기다

‣ flick (손가락 등으로) 튀기다[털다]

ex) I had a quick flick through your report.

ex2) I’ll just flick through the pages until I find the right section.

12) flip through ~을 훑어보다, 휙휙 넘기다 

‣flip 홱 뒤집(히)다, 휙 젖히다[젖혀지다

(= go through quickly ) 

ex) I had a quick flip through the report while I was waiting. 

🌠 4 / Become law 법적 단계로 넘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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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들은 다른 경우에도 쓰이지만, 특히 법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쓰인다.

1) force through ~을 밀치고 나아가다 / 법안을 통과시키다

(= make something be accepted or dealt with )

ex) Did they brutally force through their positions?

그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들의 직책을 너에게 요구했니?

2) vote through ~을 투표로 통과시키다, 가결하다

ex) The proposals were voted through yesterday.

그 제의들은 어제 통과되어졌다.

3) scrape through ( 특히 시험에 ) 간신히 합격, 성공, 통과하다

ex) I might scrape through the exam if I’m lucky.

내가 운이 좋다면 그 시험에 간신히 통과할지도 모르겠어.

4) sail through 쉽게 넘기다 / ~을 무사히 치르다 / ~을 쉽게 벗어나다

(= cope with easily ) 

ex) You’ll sail through English as usual; you seem to find it easy to learn.

너는 원래 하던 것처럼 영어를 엄청 쉽게 할 거야. 넌 그것을 배우는 게 쉽다는 걸 아는 것 같아.

🍌  ;  -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관련이 깊을 때. 

위 경우, because 를 넣는 �신 ; 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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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sh through 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다 / ~을 (~에서) 서둘러[ 신속히 ] 처리하다

ex) We were rush through dinner.

우리는 저녁을 급하게 먹었어.

ex2) You must not rush through the book.

너 그 책 그렇게 빠르게 읽으면 안 돼.

6) push through (의안을) 강행 통과시키다 / (새 법률•계획을) 통과시키다

끝까지 해내다 / (애써서) 이룩하다

ex) The president is trying to push through various tax reforms. 

�통령은 다양한 세제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 tax reform 세제 개혁

7) pass through ~을 빠져 나가다 / ~에 꿰뚫다 [ 관통하다 ] 

(어떤 도시 등을) 거쳐[지나]가다 / 통과하다

ex) A student stayed the night to pass through the exam.

학생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하루 밤을 머물렀다.

 

8) nod through 고개를 끄덕여 승인하다, 수긍하다

= approve something by general agreement, without discussion

ex) We nod through measures that we should never nod through.

우리가 절�로 고개를 끄덕여서 승인해서는 안 되는 조치를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서 승인했다.

‣ measure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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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o through (법률•계약 등이) 통과[성사] 되다 

ex) The bill went through a number of amendments.

그 계약서가 많은 수정 후에 성사되었다.

‣ bill 계약서

‣ amendments (법 등의) 개정[수정]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 Animation

Hey, have you combed through the video yet?

‣ combed through 구석구석[철저히] 찾다 ( 디테일을 하나 하나씩 찾아볼 때 )

ex) I combed through the files on my computer, to try and find the one I was looking 
for.

Not yet. I’m going to be able to breeze through it, so I decided to wait and watch it last. 

‣ breeze through ~을 아주 수월하게 해내다 / 엄청 쉽고 빠르게 해내다 (= sail through )

ex) breeze through the test

ex) I have read this book before, so when I read it again, I can breeze through it

This one is a lot harder, and the information is harder to cut through and understand.

‣ cut through 지나가다, 지림길(short cut) 로 지나가다 / 어려운 것을 지나가다

ex) I am driving on this road, but I want to cut through the alley to get to the othe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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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going to = will / be able to = can

will 과 can 을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be going to be able to 를 많이 사용한다! 

Do you need help? I’m just clicking through videos right now. 

‣ click through (웹사이트로) 클릭해 가다 [ 찾아 가다 ]

We’ve already watched them so it’s just to make sure we haven’t missed anything.

It’s okay. I just need to get through this part, and I’ll be good.

괜찮아. 이 파트를 다 끝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 get through ~를 빠져나가다 / 통과시키다 / 끝내다 / 완수하다 

합격시키다 / 다 끝내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다

ex) I just need to get through this last week of school.

🍌I’ll be good.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Don’t worry about watching everything, just skim through for the information we need. 

‣ skim through …을 �충 읽다 (= read quickly )

We can always follow through and watch the whole thing later if we need more.

‣ follow through (이미 시작한 일을) 다 끝내다

완수하다 / 이행하다 / 나중에 다시 확인하다

(+ check back it later 나중에 다시 확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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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right, there’s no point in me watching through the whole video when we only 
need one or two parts.

‣ watching through 살펴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다 

( read through 와 비슷하다 )

[ 참고 57:18 ]

There is no point in me watching through.

그것을 꼼꼼하게 보는 데에 있어서 핵심 / 이유 / 목표 / 목적 이 없어. 

‣ There is/are no S - 주어 S 가 없다

🍌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me 가 왔다. 

보통은 소유격으로 my watching 처럼 써주는 것이 룰이지만,

  

 요즘 문법 파괴가 많이 되어 원어민들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도 for me 와 같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 명사 N ) 처럼 써주는 경향이 있다. 

(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로서 이렇게 사용된다! for me to watch through )

이미 in 까지 있어서 for 을 생략을 해버린 것! → in (for) me watching

✔ 한 마디로 (1) 문법파괴 (2) 문장구조를 맞춰주기 위해 for 을 생략한 것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장이 되었다.

🍌 동명사 숙어

in ~ing ~함에 있어서 / for ~ing / by ~ing 

✔ 동명사는 원래 동사 출신이라서,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 소유격 + V ~ing ‘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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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dancing with you. 그가 너와 함께 춤추는 것 ]

🍌 to 부정사는 원래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없다. ex) in to V (x)

Did we end up choosing to carry through the Arty and Banana’s love story? 

‣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 carry through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달성하다, 이행하다, 헤쳐나가다

I don’t remember. I thought we did, but I can’t find the video we were using.

No, we didn’t, we went to follow through on it and found out that it was the only video 
on it.

‣ follow through (이미 시작한 일을) 다 끝내다

완수하다 / 이행하다 / 체크를 한번 더 하다

Yeah, Banana talks a lot, you know. She is super talkative. 

‣ talkative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 chatty )

It’s hard to watch all the videos.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sit through 

Ms. Smith making us read through the rules for her class again and watching the 
whole video again. Why is she so into Banana’s love story?

‣ The last thing I want to do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건

‣ sit through (지루하거나 장황한 공연·연설 등을) 끝까지 앉아서 보다[듣다] /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구동사 6강ㅣthrough [ 바나나 잉글리쉬 ] 29

‣ read through 전부 다 읽다

‣ be into ~에 빠져있다

🍌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sit through ...

원래 be 동사를 쓰고 보어 C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서, 

‘ to sit through ‘ 라고 해야하는데 원어민들은 be 동사 뒤에 to 생략을 많이 한다.

🍌 Ms. Smith making us read through the rules ...

make 가 사역 동사이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

I don’t know. I think she is one of the Abamama. She always talks about Banana’s live 
chat video in her class. 

‣ one of the 다음에 복수형이 와야하는데 Abamama 라고 온 이유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체라고 생각할 때는 s 가 없어야 한다.

Most of the class just muddled through it the first time and it’s quite fun, to be honest.

‣ muddled through 그럭저럭[어떻게 하다 보니] 해내다

고심하여 난관을 타개하다

muddle 헝클어뜨리다, 뒤죽박죽을 만들다 / 혼란스럽게[헷갈리게] 하다

(정신적인) 혼란 상태[혼란스러움] / (사태의) 혼란, 혼동

Okay, back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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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ly, can you help me with this? I can’t work through what is the truth.

‣ work through = to deal with 해결하다, 알아차리다, 알아내다 

(= figure out 상황을 파악하다 )

Of course. Let’s talk through it and see if we can figure it out.

‣ talk through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에 �해 끝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전반적인 것에 �해서 이야기하다

In this video, Banana says that in 2016, Arty had a big crush on her and chased after 
her.

‣ had a big crush on (= have a strong romantic feeling ) 엄청 반하다

But then immediately afterwards in the next live video chat, 

Arty said that it wasn’t him who was flirty!

‣ flirty 시시덕거리는, 끼부리는 / a flirt 바람둥이

🍌 가주어 진주어 문장!

who was flirty wasn’t him → ‘ it wasn’t him who was flirty ‘

Right, I can see that they are both in denial.

‣ be in denial …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는

ex) You are in denial! 

너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 현실 파악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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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en we’ll use this video and pick through it for information. 

It seems to have a lot.

‣ pick through 중요한 몇개의 정보만 골라내다 

(= combed through 구석구석[철저히] 찾다 )

I guess we didn’t really think through picking such a hard topic, did we?

‣ think through 충분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철저히 따져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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