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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ell, he’s a                       ... But he’s a nice guy...
존? 음, 걔는 좀 느린데 뭐 착하긴 하지...

So what you                                              is that he doesn’t pick 
up on any of your cues? There’s miscommunication? There’s 
not a                       ? Okay, let’s just                                            
           . Come on, now.
그래서 걔가 네 말을 좀 못 알아듣는다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사이가 안 좋다고? 그냥 
솔직히 말해. 말해 보라고.

Lily’s cooking? It was...            .
릴리가 만든 음식? 뭐...재밌었어.

Hey, just call a spade a spade. You know it            that good.
그냥 솔직히 말해. 별로 맛없었잖아.

Georgina’s essay? It was            ... unique.
조지나의 에세이? 그거 꽤...특이하더라.

                      now. Let’s call a spade a spade. It was            .
참 나. 그냥 솔직히 말해. 완전 별로였잖아.

D A Y call a spade a spade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다055

어휘 pick up on ~ ~을 이해하다•cue 신호, 지시•miscommunication 의사소통 오류•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Native English  Training 2 19

I’d                       have twins!
난 쌍둥이 갖고 싶어!

                                                                  . They could be a real 
handful, you know.
신중히 생각해. 쌍둥이면 진짜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다고.

                       I could marry a princess!
내가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Dude,                                   how high-maintenance            
                      ?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아이고, 공주랑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기나 해? 잘 생각해.

                       I was famous!
내가 유명해졌음 좋겠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I mean,                        all those 
celebrities who are tailgated by paparazzi.                       .
신중하게 생각해. 파파라치가 노리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보라고. 하나도 재미없잖아.

D A Y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된다.066

어휘 twins 쌍둥이•handful 다루기 힘든 사람•princess 공주•high-maintenance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tailgate 바짝 따라 달리다•paparazzi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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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goodness we made it            the plane                       .
세상에 시간 맞춰 비행기를 타다니 다행이다.

Phew.                                  .
휴, 진짜 아슬아슬했다.

I                        I nearly            my laptop.
내 노트북을 거의 잃어버릴 뻔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I’m            you brought it. Phew, that was close.
네가 가져와서 다행이야. 진짜 십년감수했다.

It’s crazy that we made it            the cinema                        the 
movie was                                  .
영화가 막 시작할 때 극장에 딱 도착하다니, 진짜 대박이다.

Right! I mean, that was really close,                       ?
그러게. 진짜 아슬아슬하지 않았어? 그렇지?

D A Y That was close.
아슬아슬했다/십년감수했다.075

어휘 Thank goodness. 정말 다행이다.•make it 성공하다,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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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the rest of your life                       ?
넌 네 여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거야?

Well, I like her, but                                                        , I think I 
just might break up with her.
그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그녀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Do you want to            in the job, or do you want to            ?
넌 그 직업을 계속하고 싶은 거야 아님 그만두고 싶은 거야?

It’s a tough one.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I think           
                                             for me to leave.
어려운 질문이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이 내가 떠나야 할 때일지도 모르지.

Whose side                                  , your parents’ or your broth-
er’s?
넌 누구 편이야? 부모님 편이야 형 편이야?

Okay, look. When push comes to shove, Mum and Dad are 
                       who give me money. Bye!
아, 그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나에게 돈을 주실 분들은 부모님이잖아. 그럼 이만!

D A Y when push comes to shove
어쩔 수 없다면084

어휘 rest 나머지•side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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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ree cookies, I                        another.
나 벌써 쿠키를 세 개나 먹어서,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Just go ahead and have another.                       ?
그냥 더 먹어. 누가 신경 쓴다고 그래?

We’ve                        Netflix for                        straight. That’s 
bad!
우리 네 시간 동안 쭉 넷플릭스만 봤네. 이건 안 좋아!

Ehh. Who’s counting?
아이고, 아무도 신경 안 써.

I’ve had                                              already tonight.
나 오늘 저녁에 벌써 와인 두 잔이나 마셨어.

I mean, it technically is your                       . You can            
           . Who’s counting?
뭐, 엄밀히 말하자면 너 쉬는 날이잖아. 더 마셔. 아무도 신경 안 써.

D A Y Who’s counting?
아무도 신경 안 써.092

어휘 technically 엄밀히 따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