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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ould he want to invest in the company                       
           a business plan?
사업 계획도 안 봤는데 그는 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거야?

                      !
나도 모르지.

How could they be thoughtless enough                                  a 
condom?
콘돔도 안 쓰다니, 걔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지?

After all the lessons                      them… Beats me.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나도 모르겠다.

What’s            times             ?
37곱하기 19는 뭐지?

Ugh, You know I                       math, so beats me.
내가 수학은 꽝인거 알잖아. 난 몰라.

D A Y Beats me.
나도 모르지/금시초문이다.021

어휘 invest 투자하다•business plan 사업 계획•thoughtless 몰지각한, 무분별한•
times  ~으로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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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s                                             these days. He told me he’s 
going to get                                  Dwayne Johnson.
브라이언이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라. 드웨인 존슨만큼 몸을 키울거라고 하던데.

                                            .
장담하지 말라고 해.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be                      
           today.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날이 화창할 거래.

Yeah, it also said that it wasn’t going to rain yesterday,  
                                 . Don’t bet on it.
어제는 비가 안 온다더니 왔잖아. 너무 믿지는 마.

Nick definitely                                  . I’m sure he’ll say yes if I 
ask him                                  .
닉도 나 좋아하는 게 분명해. 내가 데이트 신청하며 분명 좋다고 할 걸.

It                                                        . But I saw him with Brian 
the other day, so don’t bet on it. 
좋은 생각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친구가 브라이언하고 있는 거 본 적이 있거든. 너무 믿지는 마.

D A Y Don’t bet on it.
기대하지마/장담하지마.029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the other day 일전에, 며칠 전에, 지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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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okay                                  a few questions             
                      ?
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Oh yeah, of course!                                             . Shoot! Ask 
away!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질문하세요!

Your father has a fascinating life story.                                   
talk to him sometime.
너희 아버지 인생 이야기가 정말 멋지더라. 언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Sure, he’s            telling stories. He’s an open book.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으시는 걸. 뭐든 다 얘기해 주실 거야.

I asked Alice                                  a boyfriend and she           
                      all these details about their relationship.
앨리스한테 남친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연애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더라고.

Right. Yeah, she                       a complete open book about 
these things.
맞아. 걔는 이런 얘기는 완전 아무한테나 다 하더라.

D A Y be an open book
훤히 알 수 있는035

어휘 Shoot 말해라 (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Native English  Training 1 49

George            a huge bill for unpaid taxes earlier                       . 
Poor him.
조지가 이번달 초에 엄청난 미납 세금 청구서를 받았대. 안됐지 뭐야.

I mean, if he didn’t pay his taxes then he kind of                       
                      .
그야 자기가 세금을 안 낸거면 자업자득인거지.

Charlotte                       with me. She said I never paid her any 
attention.                       , but still.
나 샬롯이랑 헤어졌어. 내가 자기한테 신경을 전혀 안 썼대. 사실이긴 하지만…

You’re an idiot! The last time I saw you                       , you were 
on your phone                                  . You brought this on 
yourself.
멍청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둘 같이 있는 걸 봤을 때 넌 폰만 보고 있더라.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I’m so tired. I stayed up                       to write that essay
           the deadline... 
나 너무 피곤해. 데드라인 전까지 밤새워 에세이 썼거든.

She literally gave us a month to write the paper. You really 
brought this upon yourself. Just... go rest somewhere else. I 
don’t                                             . 
작성 기간을 한 달이나 주셨었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그냥 어디 가서 좀 쉬어. 난 더 듣고 싶지도 않아.

D A Y bring something on oneself
자초하다/초래하다046

어휘 bill 고지서, 청구서•unpaid tax 미납세•pay attention 신경을 쓰다, 관심을 갖다•
idiot 바보, 멍청이•essay 과제물, 에세이•deadline 기한, 마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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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cca                        she can hold her breath for                       .
레베카는 자기가 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

Hah! Five minutes?                                             . Who can do that?
뭐? 5분? 난 안 믿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

Harvey claims that the TV broke                                  .
하비는 TV가 저 혼자 고장난 거라고 하던데.

I know he said that. But he is always                       , so I don’t 
buy it.
그렇게 얘기한 건 아는데, 걔는 항상 물건들을 고장내잖아. 난 안 믿어.

When Chris dumped me, he said,                                  , 
                      .
크리스가 날 찰 때 한 말이 이거야. 네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야.

I don’t buy it. I think he’s cheating. Yeah,                                  !
난 못 믿어. 걔 아마 바람 피우고 있을 걸. 완전 100%야!

D A Y I don’t buy it.
못 믿겠어.050

어휘 hold breath 숨을 참다•claim 주장하다•by itself 저절로, 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