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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 시즌 1 마지막 ) ]

With 함께하다 (= together ) 의 의미로 쓰인다.

: accompanied by (another person or thing)

‘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 ‘ 고 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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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nd with ~이 풍부하다

ex) The lakes abound with fish.

🍌 fish 는 -es 뒤에 추가로 쓰지 않아도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accredit with ~라고 믿어지다 / 인정받다

‣ credit 신용

ex) He was accredited with being one of the world’s fastest sprinters.

-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단거리 주자 중 하나라고 인정받았다.

‣ sprint

1.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다[빨리 헤엄쳐 가다]

2. (달리기수£ 등의) 단거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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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질주

‣ sprinter 단거리 주자

3) agree with 동의하다 / 뜻이 맞다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 입맛에 맞다, 음식이 몸에 맞다 ‘ 라는 뜻도 있다.)

ex) I entirely agree with you. - 나는 전적으로 너에게 동의해.

4) be with (~에 대해) ~의 말(뜻)을 지지하다 or 찬성하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위와 같은 뜻들도 있다.)

ex) Sorry, but I am with Henry this time. - 미안한데, 이번에는 나 헨리 편이야.

ex2) I’ll be always with you - 나는 언제든지 너를 지지해, 네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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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ar with ~을 참다, 참아 주다

ex) Please bear with us. (=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 말 그대로 참아주다는 의미보다는 ‘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 라는 의미로 쓰인다.

🍌 stand 도 참다 라는 뜻이 있지만 bear with 과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

Please bear with me. 나한테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줘 처럼 요청할 때 주로 쓰인다.

I can’t stand you anymore. 난 너를 참을/봐줄 수 없다 처럼, 

누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로 쓰인다.

6) break with 관계를 끊다, 절교하다, 그만두다, 거부하다

ex) She wanted to make a clean break with the past. - 그녀는 과거를 뒤로 묻고 싶어했다.

7) bear with ~가 말하는 것을 끈기있게 듣다

ex) If you will bear with me a little longer, I’ll answer you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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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n do with 원하는 대로 / 쉽게 ~할 수 있는 

ex) I can do with my money as I please. ( as I please = as I want )

나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ex2) Quitting smoking is something (that) I can do with my own will, right?

금연은 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

9) crawl with 사랑이나 벌레 등이 너무 많이 바글거리다

ex) The town was crawling with police. 

10) could do with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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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do with 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약간 다르다.

ex) I could do with a drink! - 나 진짜 술 한 잔 하고 싶다!

ex2) We could do with less sensationalism. - 선정적인 걸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3) Your hair could do with a cut. - 너 머리 자르면 좋겠는데?

🍌 제안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ex4) I could do with a little more light. Could you? - 빛이 조금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좀 
비춰줄래?

11) cope with ~에 대처 & 대응하다 / ~에 대항하다

‣ cope 잘 처리하다[대처하다], 대처[대응]하다, 극복하다 

ex) Fit people are better able to cope with stress. - 건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
처한다.

‣ fit 딱 들어맞는 / (몸이) 건강한[탄탄한]

ex2) How does he cope with pressure? - 압박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12) cop off with (성적이나 연애하며) 놀아나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 hook up ~와 놀아나다 / ~와 어울리다 / 관계 맺다

ex) Everyone drinks as much as they can and cops off with anyone who’s free.

- 모든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고, 싱글인 아무나와 놀아난다.

‣ 여기서 free 는 아무런 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싱글인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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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e with ~이 딸려 있다

ex) Does the dinner come with a salad? - 저녁 식사에 샐러드가 나오나요?

14⭐ come up with (해답•돈 등을) 찾아내다[내놓다]

ex) How soon can you come up with the money? - 그 돈을 얼마나 빨리 마련해 주실 수 있
으세요?

ex2) If you come up with any new ideas, just let me know. 

-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다면 알려줘.

15) come to grips with 어려움을 만나다, 직면하다, 정면으로 대처하다

ex) We’ll come to grips with the problem very soon. 

-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곧 대처할 것입니다.

16) come out with ~을 내보여 주다 / ~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다

ex) Come out with your plan. - 너의 계획을 보여줘.

 

17⭐⭐⭐ come down with (가벼운 병이) 들다[걸리다]

(상대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포함되었다.)

ex) I have also come down with the flu. - 나 또한 독감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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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Did you come down with a cold? - 너 감기에 걸렸니?

ex3) I think I’m coming down with a cold. - 나 감기에 걸릴 것 같아.

*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18⭐ come across with (기대•요구에 응하여) ~을 주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 / (돈 등을) 지불하다

⭐ come across ~한 인상을 주다 / 이해되다 / 우연히 만나다

ex) She’ll come across with more information. -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거야.

→ 내가 기대하는 만큼 무언가를 해주다.

ex2) How much did they come across with? - 그들이 돈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ex3) I’m gonna come across with that info. - 내가 그 정보를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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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eal with (문제•과제 등을) 처리하다 / (주제•소재로) ~을 다루다 / 감당하다

ex) Moody people are very difficult to deal with sometimes. 

- 기분 변화가 심한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20) depart with ~와 함께 떠나다

‣ depart 출발하다 / departure 출발

ex) I will depart with my ring. - 나는 내 반지랑 같이 갈 거예요.

21) disagree with 동의하지 않다 / (특히 음식이) ~에게 안 맞다[받다]

(98% 는 동의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할 때 쓰이고, 2% 정도는 음식이 안 맞다고 할 수 있다.)

ex) Certain people might disagree with this. -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ex2) Peaches disagree with him. - 그에게 복숭아는 안 받는다.

22) dispense with ~을 필요없이 하다 / 면제시키다

‣ dispense 1. 나누어 주다, 내놓다 / 2.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다[베풀다 / 3. (약사가 약을) 조
제하다

ex) I think we can dispense with the formalities. - 우리, 격식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ex2) Let’s dispense with the friendly banter. - 친한 척하는 농담 따위는 생략하도록 하죠.

ex3) So we shall dispense with introductions. - 그러니.. 자기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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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o away with ~을 죽이다 / 자살하다 

~을 버리다 / 처분하다 / 폐지하다

( away - 떠나다, 보내다, 날려보내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인다. )

ex) Please do away with that broken refrigerator. - 고장난 냉장고 좀 갖다 버려.

ex2) We should do away with that regulation. - 우리는 그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

ex3) I decided to do away with him. - 나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24) fall in with 우연히 만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 받아들이다 / 어울리다 (누군가와 어울려 
놀다)

ex) On the road I fall in with an old friend. - 길에서 우연히 옛친구를 만났다.

⭐ come across ~한 인상을 주다 / 이해되다 / 우연히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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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I presume you will fall in with his wish. - 너는 그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일 것 같아.

ex3) I am quite willing to fall in with anything you suggest. 

- 니가 어떤 제안을 하던 나는 받아들이고 싶어.

‣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려 하다

25) fiddle with ~을 만지작거리다

‣ fiddle (특히 지루하거나 초조해서) 만지작거리다

ex) You’re not allowed to fiddle with it. 

- 그것을 가지고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 그거 만지작 거리지 마.

26) finish with ~와 (관계를) 끝내다 / ~을 그만두다, 마무리하다

ex) He’ll finish with flying colors. - 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거야.

⭐ with flying colours 아주 잘; 아주 높은 점수로

🚩 예전에 배가 전투에서 이기면 깃발들(colours)로 장식을 하고 항구로 돌아오던 데서 나온 표
현.

colors (어떤 팀•국가•선박 등을 상징하는) 깃발[배지 등]

ex) She passed the exam with flying colours. - 그녀는 아주 좋은 점수로 그 시험에 합격했
다.

ex2) Let me finish with her before I deal with you. - 내가 그녀랑 마무리 좀 할게 너 처리하
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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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ool with [위험물 따위] 를 가지고 놀다, 장난치다, 가지고 놀다

ex) You shouldn’t fool with a dog when he is eating. - 개가 먹고 있을 때 귀찮게 하면 안된
다.

ex2) Don’t fool with the guns. It can take your life away. 

- 총을 가지고 놀지 마. 네 목숨을 뺏어갈지도 몰라.

* play the fool with ~를 속이다, 망쳐놓다 / fool with 보다 더 negative 한 표현!

ex) The class played the fool with him. - 학급 전체가 그를 놀렸다/속¢다.

ex2) Don’t play the fool with me, Fury. - 날 속일 생각하지 마 Fury.

28) fuck with ~를 가지고 놀다 / 사기치다 / ~에게 수작부리다 / (정말 많이 쓰인다.)

ex) I wouldn’t fuck with Alfie if I were you. - 내가 너라면 나 Alfie 한테는 수작 안 부려.

(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서 속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뒷돈을 챙기려고 하다. 이런 의미의 수
작!)

ex2) Don’t fuck with me. - 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 / 수작 부리지 마. / 나한테 사기칠려 하지 
마.

(+ fuck with 일하다, 같이 작업을 하다 

미국 외에 어떤 나라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미국에 젊은 층이 쓰는 표현

I fuck with you last time and I wanna do it again.  - 너랑 같이 일해봤었는데 또 하고 싶어. 

I fuck with you last time and you did a good job. - 저번에 너랑 같이 일해봤더니 정말 잘 하
더라.  )

🍌 보통, 사람들은 ‘ fuck ‘ 이 센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안 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 너, 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 ‘, ‘ 나한테 사기칠 생각하지 마 ‘, ‘ 나 가지고 수작 부리지 마 ‘ 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 너 지금 장난치냐? ‘, ‘ 너 하지마라 진짜 ‘ 와 같이 경고하는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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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을 써야할 때는 써야한다. “ I’m telling you. Don’t fuck with me. “

29) get away with ~을 훔쳐 달아나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다 /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모면하다 [그냥 넘어가다]

ex) He was lucky to get away with only a fine. - 그가 그냥 벌금 좀 내고 모면하다니 운이 
좋았다.

ex2) You can’t get away with it. - 너 거기서 도망 못 쳐. 그거 면치 못해.

ex3) Do you think you can get away with it? -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ex4) You’ll never get away with this. - Get away with what? - 당신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
할 거예요.

30) get in with ~와 친하게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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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I can’t get in with him at all. - 난 걔랑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ex2) Don’t get in (with), don’t get involved with drugs...! - 약과 관련되지도,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31) get off with ~에서 벗어나다 / ~을 면하다 / ~을 갖고 달아나다

(get away with 과 똑같지만 get away with 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ex) She was lucky to get off with just a few bruises. - 운 좋게도 그녀는 몇 군데 멍만 들고 
무사했다.

🍌 사고나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타박상이라던지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말할 때는, 

get off with 을 좀 쓴다. get away with 은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서 책임을 많이 지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쓴다. 두 표현은 비슷하지만 get away with 이 훨씬 더 중요
한 표현!

32) get on with ~와 잘 지내다 / ~를 잘 진행하다

ex) Stop talking and get on with your work. - 그만 말하고 이제 빨리 일 진행해.

‣ on 계속하다, 진행하다, 쭉 �고 나가다 

‣ Go on. 계속 해! 하고 싶은 말이 뭐¢는데? 계속 해 봐!

ex2) She found it different to get on with her, possib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ir 
ages.

- 그녀는 그녀와 잘 지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나이 차이 때문이었을 것
이다.

[ She 주어 S / found 동사 V / it 목적어 O / difficult 목적보어 O.C - 5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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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어는 ‘ it ‘ 이고, 이 문장에서 진짜 목적어는 ‘ to get on with her ‘ 이다. 

ex3) Get on with it! - 계속 진행해!

33) go ahead with ~을 추진하다 

ex) May I go ahead with these plans? - 제가 이 계획들을 추진해도 될까요?

‣ Go ahead. 계속 해. 

34) go along with ~에 동의하다

ex) I cannot go along with you there. -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하고 동의 못 해.

35⭐ go in with 동업하다 / 협력하다 / 같이 가다

ex) I’d be happy to go in with you on this plan. - 나는 그 계획에 있어서 너하고 같이 협력하
고 싶어.

ex2) My brothers are opening a garage and they want me to go in with them.

- 내 형제들이 정비소를 여는데, 그들은 내가 동업했으면 하는 것 같아.

36) go through with (절차상 필요한, 특히 힘들거나 불쾌한) ~을 거치다[하다]

ex) Then why go through with it? - 그럼 그 힘든 걸 왜 견디고 있는 거지?

ex2) She decided not to go through with the operation. - 그녀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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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안 하기를) 결정했다.

 

🍌 to 부정사 앞에 not 이 오는 경우에는, to 부정사 를 안 하는 것이다.

37) go with ~에 포함되다 [딸려 나오다] 

(계획•제의 등을) 받아들이다 / (함께) 잘 어울리다 (= match ) 

ex) Does this jacket go with this skirt? - 이 자켓이 이 치마와 잘 어울리나요?

ex2) Are you’re offereing $500? I think we can go with that. 

- 500 달러를 제의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8) hang with ~와 많이 어울리다 / 많은 시간을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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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When will I have time to hang with you? 

- 내가 너랑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어? = 언제 놀 수 있어?

ex2) When can I hang out with you?

ex3) When can I hang with you? 

ex4) Why don’t you come hang with us? 

- 왜 너 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지 않아?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 / 와서 같이 노는 게 어때??

 

39) hit with 

40) have done with (불쾌한 것을) 끝내다 / 하던 일을 마무리하다

ex) I have done with this book. - 나는 이 책을 다 봤어.

ex2) Let’s have done with it. - 이제 그걸 그만두자.

ex3) Let’s have done with this silly argument. - 이 바보 같은 언쟁 그만하자.

41) keep with ~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 

ex) He was simply trying to keep in with his friends. 

- 그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의 친구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42) keep up with (뉴스•유행 등에 대해) 알게 되다 [알다]

~에 뒤지지 않다 / 유행을 따르다

ex) I can’t keep up with all the changes. - 나는 그 모든 변화들을 따라갈 수 없어.



구동사 8강ㅣwith [ 바나나 잉글리쉬 ] 18

ex2) She likes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s.

- 그녀는 가장 최신의 패션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43) laugh with ~와 함께 웃다 / ~로 웃기

ex) You always want your audience to be laughing with you, not at you.

너는 관객들이 너와 같이 웃길 원하지, 너를 향해서/보고 웃길 원하지 않아.

‣ laugh at ~를 보고 웃다/비웃다

ex2) He made everyone laugh with his jokes. - 그는 그의 농담들로 모두를 웃겼다.

44) level with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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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Level with me. -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 봐.

ex2) I’m going to level with you, OK? I’m not who you think I am.

-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알겠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ㄹ

ex3) I’ll level with you. - 솔직하게 말할게.

45⭐ live with ~을 감수하다 / ~와 같이 살다

ex) I just had to learn to live with the pain.

- 나는 그저 아픔을 견디고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

ex2) I can’t live with that! - 그러고는 못 살아! (감당 못해)

ex3) I can’t live with the guilt. -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요.

ex4) They learned to live with each other’s imperfections.

- 그들은 서로의 완벽하지 않음/결함 과 사는 것을 배웠다.

ex5) I’d love her to come and live with us. - 난 그녀가 와서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정말 좋
겠어.

46) lie with ~의 의무/책임이다  /  ~에 달려있다

( 여기서 lie 는 거짓말하다 가 아닌, 놓여있다 의 의미! )

ex) The bottom line is that the final decisions lie with Minister.

결국 최종 결정은 장관의 의무/책임입니다.

‣ bottom line 결국에는, 마지막•끝에는 / 최종적[결론적]인 / 핵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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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make away with ~을 면하다 [벗어나다] / 쫓아버리다

~을 멸하다, 죽이다 / ~을 낭비하다 / ~을 다 써버리다 

* make away with oneself 자살하다

: away 는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부터 떠났다고 해서 자살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ex) He’s too slow to make away with the money. -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기에는 느리
다.

ex2) He could make away with the punishment. - 그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48) make off with ~을 가지고 도망가다

ex) You’re not leaving me here while you make off with my diamond.

- 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치면서 나를 여기에 두고 간다고? 그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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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ess with 사기치다 / 까불다 / 방해하다

‣ ‘ fuck with ‘ 을 대신해서 착하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ex) I wouldn’t mess with him if I were you. 

- 내가 너¢다면, 나는 그에게 사기치려고/수작걸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 이런 말할 때는 주로, 이 사람이 위험할 때 많이 쓴다. )

ex2) I could report you to the police at any time. Don’t mess with me. 

-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경찰에게 너 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50) meet with 

+ trouble 나쁜 일을 겪다

+ success 성공하다

+ somebody 만나다 

( 한 마디로 무언가를 겪다 라는 뜻이 된다. )

ex) Their plan will probably meet with little success. 

- 너의 계획은 아마도 거의 성공을 못 만들 것 같아.

‣ little 무언가가 거의 없는 

ex2) Thank you for agreeing to meet with us. - 이렇게 우리와 만나는 것을 동의해주셔서 감
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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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crew with 장난치다 / 귀찮게 하다 / 만지작 거리다

( fuck with 혹은 mess with 과 비슷하다. )

* Screw you 엿먹어! [= fuck you ] - 욕 같은 느낌 보다는 “ 젠장! “ 이런 느낌. 센 표현은 아니
다.

ex) Don’t screw with me anymore! - 더 이상 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

ex2) Listen, do not screw with him or any other member of my family.

- 잘 들어/이봐, 그한테나 우리 가족 누구한테도 수작걸지 마.

ex3) You shouldn’t screw with me. 나한테 수작 걸 생각하지 마.

52)  shower with ~을 아낌없이 주다, 선물 공세를 펴다

‣ shower 소나기처럼 쏟아지는[퍼붓는] 것들,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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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Friends will shower you with gifts when your first child is born.

- 친구들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에게 선물을 많이 해줄 거야.

ex2) The state-controlled media always showers the country’s leader with praise, 

no matter what he says or does.

- 주정부(나라)에서 관리되어지는 미디어는 나라의 리더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거나 했던지 

항상 엄청난 칭찬을 퍼붓는다.

ex3) Shower with questions - 질문 공세를 하다

ex4) Cash shower, cash shower, cash shower... - 돈 벼락, 돈 벼락 돈 벼락! 

ex5) This will shower her with jewelry. - 이게 그녀에게 보석을 막 퍼다 줄 거야!

53) side with (~에 반대하여) ~의 편을 들다

ex) He’ll side with me. - 그는 내 편일 거야.

54⭐ sleep with ~와 자다 / 동침하다 / ~한 채로 자다

ex) Sleep with the windows open. - 창문을 연 채로 자다.

ex2) I sleep with the blanket wrapped around me. - 나는 담요/이불 를 내 몸에 두른 채로 
잤어. 

ex3) Did you sleep with him? - 너 걔랑 잤어?

55) stand up with ~와 짝이 되어 춤을 추다

( 엄청 중요한 표현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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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A beautiful girl stood up with one gentleman. - 아름다운 여자가 그 신사와 춤을 췄다.

ex2) I need to know if you’ll stand up with me. - 나는 니가 나와 춤을 출 지 알고 싶어 / 알
아야 해.

56⭐ stick with ~의 곁에 머물다 / ~을 계속하다

‣ stick with ~ 절대 그거 포기하지 마

Hang in there 이랑도 비슷하다. Hey, stick with it, okay? 

‣ Stick with her 그녀를 포기하지 마, 그녀와 항상 함께 있어. 

(+ 좀비 £화에서, Hey, stick with each other! - 둘이 같이 있어! )

ex) Stick with me, please. - 나와 같이 있어줘.

ex2) Be sure to stick with it. - 그것과 멀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 / 포기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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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walk away with ~을 수월하게 차지하다 / ~을 갖고 달아나다 / ~을 간단하게 이기다

ex) I just think (that) it’s wrong for the rich to walk away with billions in tax cuts.

- 부자들이 수억원의 감세 혜택을 손쉽게 챙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the + 형용사 = 형용사한 사람/사람들 (주로 복수형으로써 쓰인다.)

ex) the rich 부자들

ex2) Did you see that kid walk away with that candy bar?

- 당신은 그 아이가 캔디 바를 훔치는 것을 보았나요?

‣ candy bar (스니커즈나 자유시간과 같은 초코바)

58⭐ wash with (해명•변명 등이) (~에게) 안 먹혀들다

‣ Won’t / doesn’t 과 함께 굉장히 많이 쓰인다.

ex) That excuse simply won’t wash with me. - 그 변명은 그저 나에게는 안 먹혀.

ex2) Your excuse won’t wash with your mother. - 네 변명을 엄마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먹혀.

59) walk off with ~을 수월하게 차지하다 / (자기 것이 아닌) ~을 차지하다 [훔치다]

[ 예외 ] walk it off (고통, 창피를 신경쓰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

ex) Our opponents walked off with a victory becuase we were so unprepared for that 
game.

- 우리의 반대편 적수들은 수월하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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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우리가 그 게임을 위해 너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 Someone at the party must have walked off with my purse because I can’t find it 
anywhere.

- 파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간 게 틀림 없어. 

왜냐면 내가 그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거든.

🎬 Animation

Thanks for agreeing to help with brainstorming ideas for my novel. 
‣ help with ~을 돕다

‣ 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 무엇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방법 )

No problem! I’m so lucky (that) I get to read your stories before everyone else!

‣ get to 는 start 혹은 deal with 과 똑같은 뜻이다.  ‘ ~하게 되다 ‘, ‘ 무언가를 하게 되다 ‘ 라
는 뜻.

🍌 so 형용사 (that) S + V 너무 형용사 하다, S 가 V 하다니

위 문장에서는 that 이 생략되었다.

All your fans would be jealous if they knew. 

🍌 would ~할 것이다 / ~할 걸? ( 추측이 담긴 표현 )

🍌 jealous 부럽다~ / 질투하다 ( 긍정적 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 )

✔ jealous = green with envy = the green-eyed monester = an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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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와 관련해서 ‘ green � ‘ 이 쓰인다!

ex) Look at the green-eyed monster over here. - 여기 욕심에 눈 먼 욕심쟁이를 보세요.

Oh man, you’re making me blush!

‣ blush 동사로 얼굴을 붉히다 / ~하기에 쑥스러운데

blush 가 ‘ ~하기에 쑥스러운데 ‘ 라고 쓰일 때는 뒤에 to 가 온다.

ex) I blush to admit it, 내가 그거 인정하기 창피하긴 한데,

🍌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 man ‘ 을 진짜 많이 쓰고, ‘ mate ‘ 나 ‘ dude ‘ 도 많이 사용
한다.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 dude ‘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여자인 친구에게도 ‘ bro ‘ 라는 말을 잘 쓴다.

게이이거나 트렌스젠더인 친구에게 ‘ sis ‘ 라는 말을 쓰고, 장난칠 때는 쓰는데 거의 안 쓴다.

혹은 여자가 여자한테 쓰거나 남자가 여자한테는 쓸 수 있다.

- 남자한테 ‘ sis ‘ 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여자에게는 ‘ bro ‘ 라고 부르기도 한다.

I think you’re giving me too much credit. 
‣ credit 신용, 학점, 외상

‣ give someone too much credit 너무 믿는다 / 너무 높이 산다 

‣ give credit to ~덕이다 / ~공로로 돌리다 / 믿다

ex) I give credit to you for that. 다 네 덕이야.

ex2) I should give credit to my familiy. 가족의 공로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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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n’t many people who read my books, 

so I don’t think you have to worry about envious fans. 

Quit with the self-deprecation!  
‣ quit with ~는 그만해!

‣ self-deprecation 자기 비난 ( self-hate )

‣ self-criticism 자기 비판 / 자기 비평

You deserve all the praise in the world for what you’ve written.

More and more people read your stories every day.

You’ll be a classic before you know it! Now tell me about your new story idea. 
‣ a classic 명작 / 명곡

Okay. So it focuses on a guy who fell in with a bad crowd when he was younger. 
‣ fall in with 우연히 만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 받아들이다 / 어울리다 (누군가와 어울려 놀
다)

여기서는 ‘ 어울려 놀다 ‘ 의 의미!

One day his crew was caught by the police. 

They sold him out and made him the fall guy. 

🍌 sell someone out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하다

: to betray someone.

to let someone’s secret out.

to reveal damaging information about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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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ll guy = scapegoat ( 남의 잘못을 뒤집어 쓴 ) 희생양

He was charged with ten years in prison while the rest of his crew got off with light 
sentences. 
⭐ charged with ~의 죄로 기소되다 / ~을 부과되다

ex) You’re gettin’ charged with assault. 넌 폭행죄로 기소될 거야.

‣ got off with ~에서 벗어나다 / ~을 면하다 (= get away with )

‣ light sentences 가벼운 형량

Alright, I like where you’re going with this. 
‣ go with 고르다 / 선택하다 / 어울리다 / ~에 포함되다

Thanks… unfortunately, that’s about as far as I’ve gotten.

I’m hoping you can help me come up with a loose plot.

‣ come up with (해답, 돈 등을) 찾아내다 [내놓다] / 제시[제안]하다

‣ loose 들뜬 / 허술한

‣ plot 줄거리

I’ve got a few ideas but nothing certain.

For example… He gets out of prison and decides that his old crew won’t get away with 
betraying him like that, so he takes revenge. 
‣ get away with ~을 잘 해내다 / [벌 따위]를 교묘히 모면하다

‣ take revenge 복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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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y, revenge stories are always compelling!

‣ compelling (너무나 흥미로워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눈을 뗄 수 없는]

I think they’re even more interesting when the main character falls in love, though.

I did play around with the idea of incorporating a love interest. 
‣ play around with ~을 데리고 놀다 / ( 이성과 ) 놀아나다 / 만지작거리다 [손대다]

‣ love interest (£화&소설에서 흔히 주인공의) 애정 상대

Adding romance to the story seemed kind of intimidating to deal with. 
‣ deal with 다루다 

Do you think it’ll be worth it? 

Yeah, I really do! So what about this idea…

He gets out of prison and is coming to terms with everything that happened. 
‣ coming to terms with ~와 합의를 보다 / 타협이 이루어지다 
( 좋지 않은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

term 이라는 단어에는 조건, 기간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He’s just living a simple life but then he meets a girl. 

Okay and maybe, he saves her from some thugs who are trying to mess with her. 
‣ thugs 깡패, 불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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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with 괴롭히다 / 성가시게 굴다

They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he likes how she is willing to put up with his 
mysteriousness. 
‣ get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아가다

‣ be willing to v 기꺼이 v 하려 하다

‣ put up with 참다, 참고 견디다, ( 짜증스럽거나 불쾌한 것을 불평 없이 ) 받아들이다

This is getting exciting! 
How about… One night he argues with her. 
‣ argue with ~와 언쟁을 벌이다

He leaves to cool his head and while he’s gone, his old crew breaks in and makes off 
with her. 
‣ cool one’s head 머리를 식히다

‣ break in 집에 침입하다

‣ make off with ~을 가지고 도망가다 (= steal and take away )

And that’s where the action comes in!

He swears vengeance and he hits his old crew with everything he’s got!

-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다. 
‣ swear 욕하다, 맹세하다 ( 위 문장에서는 맹세하다 의 의미! )

‣ vengeance 복수, 앙갚음 (= revenge )

‣ hit somebody with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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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someone do something or experience something that is unpleasant 

누군가를 ~와 함께 치다, 때리다 라는 뜻도 가능하다

ex) I decided to hit him with lawsuit.

나는 그를 고소를 함으로써 치기로 결정했다. - 그가 lawsuit 을 겪게 하다.

‣ lawsuit ( suit ) 소송, 고소

It can all finish with a dramatic fight scene. 
‣ finish with 마무리하다, 끝내다

Awesome! And then the hero and his love interest can run off with each other and live 
a life 
together. Everybody loves a story like this. It’ll be a hit for sure!

‣ love interest (£화&소설에서 흔히 주인공의) 애정 상대

‣ run off with ~을 가지고 도망치다 (= run away with somebody )

‣ a hit 대박, 완전 큰 성공

Hmm… I don’t know. The more I think about it, don’t you think it’s all a little cliche? 
‣ cliche 진부한 / 뻔한 이야기

I’m pretty sure this just kind of combines the plots of the most popular crime movies 
from the past few years. 

Well… Maybe a little bit. That doesn’t make it bad though.

In fact, a lot of people only like cheesy stuff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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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sy 가식적인 / 싸구려의 / 저급한 / 유치한 / 느끼한 

(= 손발이 오그라들어 corny, 촌스럽다 tacky )

It’s kind of relaxing to settle down with a book that has a predictable plot. 
‣ settle down with ~를 갖고 편히 자리를 잡고 앉다  

Oh… Cheesy? Predictable? I’m not sure I can live with publishing a story 
that could be described like that! Maybe I should just scrap the whole thing. 
‣ live with 용납하다 / ~을 감수하다

‣ scrap 폐기하다, 버리다 ‣ scrape 긁다 / 모으다

Oh no! I’m sorry, I didn’t mean to discourage you!

‣ discourage 의욕[열의]를 꺾다, 좌절시키다 ↔ encourage 용기를 복돋우다 

Don’t scrap the idea, we can keep working with it okay? 
‣ work with ~와 함께 일하다 / ~을 연구[작업] 대상으로 하다

Okay, I won’t give up on it yet. Thanks for your help, Arty. I mean it. 

Let’s think of a fun plot twist to include! 
‣ twist (이야기 상황의 예상 밖의) 전환[전개]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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