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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cover for someone  ┃  ~를 대신하다

누군가의 일을 대신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대화에서도 ‘나 커버 좀 해줘’
라고 많이 쓰고 있기에 ‘for’와 함께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A: Can you cover for me for a few hours?
     몇 시간만 나 대신 일 좀 봐 줄 수 있어?

B: Sure. No problem.
     그럼. 물론이지.

094 cover up for someone(something)  ┃  ~의 실수나 부정 행위를 감싸다

‘cover up’은 단어 뜻 그대로 담요 등으로 누군가를 감싸준다는 뜻도 있지만, 알려지기 원
치 않은 것을 덮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서 ‘은폐하다’란 뜻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
다.

Phil tried to cover up for Susan, but it didn’t work.
필이 수잔을 감싸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095 crack up  ┃  무너지다/쓰러지다

‘crack’은 ‘깨지다/갈라지다/금이 가다’란 뜻인데요.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힘들다는 상황
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웃음이 갑자기 크게 나는 상황에서 우리말로 웃음이 ‘터졌다’라
고 하듯이 그런 상황에서 영어로도 이 표현을 씁니다.

A: Steve is working so hard these days.
     스티브는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

B: I’m afraid he’s going to crack up sooner or later.
     아무래도 그 사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 까 싶어.

096 It’s a hard nut to crack.  ┃  해결하기 힘든 일이야./어려운 난제야.

이 표현은 직역하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hard nut/딱딱한 견과류’ ‘crack/깨다,
부수다’ 란 단어를 종합해보면 이 말은 ‘깨기 어려운 견과류’, 즉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란 
의미에 상응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죠.

It may be a hard nut to crack, but I’m not giving it up at any cost.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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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get off one’s back  ┃  그만 괴롭히다

‘off’은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내 등에서 그만 내려
와!’라는 뜻의 이 표현은 짐스러운 고민, 존재들을 치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A: Betty, please. You have to help me with this. I can’t do it on my 
    own.
     베티, 부탁이야. 이것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 해.

B: Get off my back. You know I have no time for that. I have a test 
    tomorrow.
     그만 귀찮게 해주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 알잖아. 나 내일 시험이야.

166 get on my nerves   ┃  거슬리다

‘nerve’란 ‘신경’이란 뜻입니다. 내 신경에 올라타니(get on)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여러
모로 짜증이 나겠죠?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이 표현을 기억해주세요. 

A: Show me your picture. Come on. Show me. Show me.
     네 사진 좀 보여줘. 어서! 보여줘. 보여줘.

B: You are seriously getting on my nerves.
     너 때문에 왕 짜증 나려고 해.

167 get our acts together   ┃  전열을 가다듬다/합심해서 나아가다 

‘act/행동’을 ‘get together/모으다’란 의미로, 정신차리고 한마음으로 제대로 해보자 라
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A: We’ve just lost 500 dollars.
     방금 500달러를 잃었어. 
B: We need to get our acts together if we want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168 get out of hand  ┃  감당이 안 되다  

우리 말로도 ‘내 손을 떠났다’라고 하죠? 영어로도 역시 ‘hand’를 사용한다는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A: They are asking for a bigger discount. What should we do?
     저 분들이 더 할인해 달래요. 어쩌죠?

B: The situation is getting out of hand. Let’s call the manager.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매니저를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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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have a bite  ┃  한 입 먹다 

‘bite’는 동사로는’ 깨물다’, 명사로는 ‘한 입 깨문 분량’을 의미합니다. 한 입만 줘, 한 입만 
먹을게라고 하려면 이 표현을 써 보세요. 

Can I have a bite of your sandwich?
샌드위치 한 입만 먹어도 될까?

230 have cold feet  ┃  겁먹다

갑자기 발이 차가워졌어요! 너무 겁을 먹으면 손발이 차가워 지고 식은 땀이 나는 경험해 보
셨죠? 바로 그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무서워요, 겁나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Kathy had cold feet on her wedding day and almost called it off 
when her fiance talked her out of it. 
캐시는 결혼식 날 겁을 먹어서 결혼을 취소할 뻔 했는데 약혼자가 겨우 설득했어.

231 have a crush on  ┃  ~에게 완전 빠지다/반하다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반해서 푹 빠졌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반해서 혼자
서 좋아하고 있을 때, 짝사랑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A: Guess what!
     있잖아.

B: What?
     뭔데?

A: Jenny has a crush on your brother!
     제니가 네 오빠한테 완전 반했대.

232 have a lot of catching up to do  ┃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많다

오랜만에 찐친을 만났을 때 이렇게들 말하죠. ‘catch up’ 은 뭔가 따라잡는다는 뜻인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 못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간극을 따라잡는다,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해
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A: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B: Sorry, I just bumped into Carrie at the bus station. We had a lot 
    of catching up to do.
     미안해, 방금 버스 정류장에서 캐리랑 마주쳤어. 그 동안 밀린 이야기가 많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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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in the right mind  ┃  정신 상태가 멀쩡한

여기서 ‘right mind’는 ‘올바른 정신/마음’을 의미하죠. 아이들이 보챈다고 폭풍우 치는 날
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부모라면? ‘parents in their right mind’ 라고 할 수
는 없겠죠.

Parents in their right minds wouldn’t take their children to an 
amusement park in this stormy weather. 
정신이 제대로인 부모라면 이렇게 폭풍우 치는 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는 않
을 거야.

326 slip one’s mind  ┃  잊어버리다/깜박하다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걸 ‘slip’이라고 하죠. ‘어머 미안해, 내가 깜박했어.’라는 말을 하
고 싶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I meant to call my mom before going to bed, but it slipped my 
mind. 
자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박했네.

327 blow one’s mind  ┃  몹시 흥분시키다/감탄하게 하다

여행 가서 멋진 풍광을 보았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차고 흥분될 때, 딱 이 표현이 떠 오릅니
다. 가슴이 일렁이거나 출렁대는 느낌을 이 표현에서 느끼신다면 드디어 영어의 맛에 제대
로 빠지신 겁니다.

The view is so magnificent that it will blow your mind.
경치가 장관이라 완전 감탄하게 될 거야.

328 once in a blue moon  ┃  지극히 드물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죠. 달의 공전주기가 양력의 한 달보다 
짧아서 한 달에 두번 나타나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일컫는 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네
요. 어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It’s only once in a blue moon that I get to see my boss Sandra. 
내 상사인 산드라를 만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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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That’s that.   ┃  그걸로 끝이야. 

직역하면 ‘그건 그거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단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짧지
만 유용한 표현이죠! 

You have to admit that Karen has left you for good. She’s now 
married to another man, and that’s that.      
카렌이 너를 영원히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녀는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걸로 
끝인 거야.

466 here’s the thing  ┃  있잖아/그런데 말이지

상대의 말에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 할 때 혹은 화제를 전환하고자 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
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하지만 있잖아...’등의 뉘앙스를 담은 표현입니다.

A: You are not going to do it, are you?
     설마 그거 안 할 거지?

B: Of course not. But here’s the thing. I’m afraid Bill has to do it if I don’t. 
     물론 안 하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안 하면 빌이 해야 할거야.

467 It’s not my thing.  ┃  내 취향(적성)이 아니야./나랑 맞지 않아.

이 말은 잘 못 해석하면 ‘그건 내 물건이 아니야’로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thing’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취향/적성’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전혀 맞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I’m not at all interested. It’s not my thing.
난 전혀 관심 없어. 내 취향 아니야.

468 Don’t even think about it.  ┃  생각조차 하지마./행여 그 생각은 하지도 마.

‘even/~조차’란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think’
대신에 ‘dream’이란 단어를 써서 ‘꿈조차 꾸지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표현 모두 자
주 사용하니 함께 알아두세요.

You’re not going to that party. Don’t even think about it.   
넌 그 파티에 안 가는 거야. 꿈도 꾸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