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8. 14.

실용영어2(천재김) 2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ories Behind Idioms

One day, your friend says, "Go ahead. Tell me. I'm all 

ears." But, of course, you would not expect to see 
지각동사

ears sprouting up all over your friend's body! In fact, 
자 라 기 시 작 하 다

"I'm all ears," means "I'm ready to listen."

An expression like this is called an idiom. You know 

all the words in the idiom, but you probably can't 

figure out its exact meaning. 
알 다

For example, when you hear expressions like "I put 

my foot in my mouth," and "He's in a real jam," you 

might get  quite a different picture in your mind from 
떠올리다 그 림

what they actually mean. 

Can you guess what those idioms mean? 
관 용 어 들

Interestingly, they mean "I said something stupid," 

and "He's in a difficult situation," respectively.

 번역

어느 날, 당신 친구가 “시작해. 말해 봐. I'm all 

ears.”라고 말한다. 하지만 물론 당신은 친구의 온 

몸에서 귀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하

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I'm all ears."는 “난 들을 

준비가 됐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관용구라고 한다. 당신은 관용구

에 쓰인 모든 단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마 알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I put my foot in my 

mouth."와 "He's in a real jam."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들이 실제 의미하는 것과는 꽤 다른 

그림을 마음속에 그렸을지 모른다. 

그 관용구들이 무슨 뜻인지 추측할 수 있는가? 흥

미롭게도, 그것들은 각각 “내가 뭔가 어리석은 말을 

했어.” 와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라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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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glish, there are many interesting idioms that are 

often used in everyday life. It is not possible to learn 

them all at once. 

However, don't give up. Just try to guess their 

meanings from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used, 

and you can learn these unique expressions one at a 

time. Now, let's read the following conversation in the 
한 번 에

comic strip: 
연재만화

M: Hey, Alice. What's wrong? You don't look happy. 

W: Cathy gave me a left-handed compliment. She 

said I looked skinnier than yesterday! 

M: Oh, you take everything too seriously. I'm sure 

Cathy didn't mean any harm. 

W: I think she needs to learn the ropes about how to 

give compliments. 
칭 찬

M: Don't give her the cold shoulder just because of 

that.

Do you understand the conversation? While 

reading, you probably encountered some unfamiliar 

idioms, but you might have guessed their meanings 

from the contexts. Read the interesting stories 
문 맥 에 서 i n t e r e s t e d ( X )

behind the idioms and find out how accurately you 

guessed.

번역

영어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미있는 관

용구가 많이 있다. 그것들을 한 번에 모두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저 그것들이 사용된 문맥

에서 그 의미를 추측하려고 해 보아라. 그러면 이 

독특한 표현들을 한 번에 하나씩 배울 수 있다. 이

제, 아래 만화의 대화를 읽어 보자.

얘, Alice. 무슨 문제 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Cathy가 나에게 비꼬는 칭찬을 했어. 그녀는 내가 

어제 보다는 더 날씬해 보인다고 말했어!

오, 너는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나는 

Cathy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해.

내 생각에 Cathy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터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단지 그것 때문에 그녀에게 쌀쌀맞게 대하지는 마.

대화를 이해하겠는가? 읽는 동안, 아마도 몇몇 익

숙하지 않은 관용구를 접했겠지만, 그것들의 의미

를 문맥에서 추측했을지도 모르겠다. 관용구 뒤에 

숨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고 당신이 얼마나 정확

하게 추측했는지 알아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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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handed compliment

This is a compliment that praises and insults at the 
모욕을 주는

same time. It is also known as a backhanded 
비 꼬 는

compliment. The left side of the body has always 
c o m p l i m e n t

been considered harmful. The Latin word for "left" 

means "malicious" in English. 
악 의 가 있 는

Examples of backhanded compliments include 
비 꾸 는 듯 한 칭 찬

"You're smarter than you look," and "Your son is more 

handsome than I expected." 

In each instance, there is an initial compliment: 

praising a person's intellect or a person's looks. 
지 능 외 모

However, each instance also includes an implied 

criticism: the person appears unintelligent on the 

surface, and the son's parents are unattractive.
매 력 적 이 않 은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모욕을 주는 칭찬

이것은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모욕을 주는 칭찬이

다. 또한, 그것은 비꼬는 듯한 칭찬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체의 왼쪽은 항상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

다. “왼쪽의”에 해당하는 라틴 어는 영어로 “악의가 

있는”을 의미한다. 

비꼬는 듯한 칭찬의 예는 “당신은 보기보다 더 똑똑

하군요.”와 “당신 아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생겼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각의 예에서 처음엔 칭찬이 있다. 즉 사람의 지능

이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에에는 또한 암시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 즉 그 사람이 겉보기에 무지해 보인다는 것과 

그 아들의 부모는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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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the ropes

To learn or know the ropes is to understand how to 

do something or know the basics of something. 

Possibly this phrase came from the days of sailing 

ships when sailors learned how to tie knots and 

handle the ropes that were attached to the sails. 

A sailor who was learning all of this was said to be 

"learning the ropes." Examples of this phrase 
관 용 구

include "Anne will teach you how to do everything, 

and it shouldn't take you too long to learn the 

ropes," and "It takes quite a while for a new lawyer 

to learn the ropes in a big legal firm."
요 령 을 터득하다

요령을 터득하다

'learn the ropes' 또는 'know the ropes'는 무언

가를 하는 방법을 이해한다거나 무언가의 기본을 

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관용구는 선원들이 (밧줄

의) 매듭을 묶는 법과 돛에 연결된 밧줄을 다루는 

법을 배웠던 항해의 시기에 생겨난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있던 선원은 “일의 요령을 터

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 관용구의 예로는 

“Anne이 네게 모든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야. 그러면 네가 일의 요령을 터득하는 데 그리 오

래 걸리지 않을 거야.”와 “새 번호사가 큰 법률 회사

에서 일의 요령을 터득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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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his idiom means "to ignore someone 

deliberately." It is said to be related to body 

language. It is a natural human tendency to  coldly 
진주어

turn your back toward someone whom you dislike. 

This is the universal language of rejection. 
보 편 적 인

When the rejected person looks in your direction, all 
거 절 당 한

he sees is your back and shoulders, and you may 

occasionally peer at him over your shoulder very 
응시하다

coldly. 

An example of this phrase is "I argued with her 
다 퉜 다

yesterday. So,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all 
쌀쌀맞게 대했다

through the party. I should have made peace with 
화 해 를 했 어 야 했 는 데

her before the party."Now, let's look at the interesting 

stories behind two other idioms.

누군가를 냉대하다

 

이 관용구는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뜻

이다. 그것은 몸짓 언어와 관계가 있다고들 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

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향이다. 이것은 보편

적인 거부의 언어이다. 

거절당한 사람이 당신 쪽을 바라볼 때, 그가 보는 

전부는 당신의 등과 어깨뿐이고, 당신은 가끔 어깨 

너머로 매우 차갑게 그를 응시할 수도 있다. 

이 관용구의 예는 “난 어제 그녀와 다퉜어. 그래서 

그녀는 파티 내내 내게 쌀쌀맞게 대했어. 파티 전에 

그녀와 화해를 했어야 했는데.”이다. 이제, 다른 두 

개의 관용구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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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What's wrong with you? Did you "get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today? The idiom "get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originated from an 
유 래 했 다

ancient superstition that getting out of bed with your 
미 신 동 격

left leg first was unlucky. 
불 길 한

Many Romans were cautious when getting out of 
조 심 했 다

bed, making sure it was on the right side. This 
확 인 하 면 서

developed into the idiom we use today, which 
발 전 했 다

means "being in a bad mood.”

Beat around the bush

Long ago, special workers were hired to help boar 
멧 돼 지

hunters. These workers were hired to beat bushes, 
치 다

in an attempt to scare out  boars hiding in them. 
겁 주 어 서 몰아내다 

This would allow the hunters to get  a much easier 
겨냥하다

shot. 

Boars are aggressive, so scaring them out of the 
공 격 적 인

bushes was crucial to avoid being taken by surprise 
목적 습격당하다 갑 자 기

later. The hunters wanted to avoid direct contact with 

their main point of interest, boars. 
핵 심 관 심 동 격

Someone who is beating around the bush is a 

person who avoids the main point. They will never 

get  directly to the point of what they are saying, but 
도달하다

instead talk around it.  
빙빙 돌려말하다

아침부터 기운이 사납다.

너 뭐가 잘못됐니? 너 “오늘 아침부터 기운이 사납

니?” “아침부터 기운이 사납다”라는 관용구는 왼쪽 

다리로 먼저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불길하다는 고

대의 미신에서 유래했다. 

많은 로마인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쪽이 오른

쪽인지 꼭 확인하며 조심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 사용하는 “기분이 나쁘다”는 의미의 관용구로 발

전했다.

오래 전에, 멧돼지 사냥꾼을 돕기 위해 특별한 일꾼

들이 고용되었다. 이 일꾼들은 수풀에 숨어 있는 멧

돼지를 몰아내기 위한 시도로 수풀을 치게 하려고 

고용되었다. 이것은 사냥꾼들이 훨씬 더 쉽게 멧돼

지를 겨냥하도록 해 주었다. 

멧돼지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습격당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들을 수풀에서 몰아내

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사냥꾼들은 관심의 핵심인 

멧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싶어 했다. 

수풀 주변을 쳐서 사냥감을 몰아내는 사람은 요점

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절대 말하고자 하는 요

점에 곧장 이르려 하지 않고, 그 대신 빙빙 돌려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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