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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우리 집은 너무 작아요.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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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모든 분에게 꼭 필요한 표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Phil  

Do you like your house? 

 

Sian 

No, I don’t. My kitchen is not big enough and the garden is too small. 

 

Phil 

Sorry to hear that. 

 

Sian 

But I like my living room. It’s very spacious. 

 

Presenter 

어렵게 들리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대화를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의 집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Do you like your house? 

 

Presenter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네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No, I don’t. 

 

Presenter 

두 번째 사람은 부엌이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 ‘not……enough.’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이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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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가 충분하지 않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들어 나는 키가 충분히 크지 않다 라고 한다면 not tall 

enough, 기차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not fast enough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샨이 본인 

가든이 너무 작다고 말했네요. My garden is too small. 어떤 형용사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주로 ‘too’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oo tall, 키가 너무 크다, 그리고 too fast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My kitchen is not big enough and the garden is too small. 

 

Presenter 

그리곤 첫 번째 사람이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듣고 따라 해 보세요.  

 

Sorry to hear that. 

 

Presenter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제 거실이 좋아요 라고 말하고나서 공간이 ‘spacious’ 널찍하다, 꽤 넓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 해 보세요.  

 

But I like my living room. It’s very spacious. 

 

Presenter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어 문장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Do you like your house? 

 

No, I don’t.  

 

My kitchen is not big enough and the garden is too small. 

 

Sorry to hear that. 

 

But I like my living room. It’s very spacious. 

 

Presenter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화내용을 잘 기억하시는지 알아볼까요? 

이번엔 한국어를 듣고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집을 좋아하나요?  

Do you like your house?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No, I don’t.  

 

제 부엌은 충분히 크지 않고, 정원은 너무 작아요. 

My kitchen is not big enough and the garden is too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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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군요.  

Sorry to hear that. 

 

하지만 거실은 좋아합니다. 아주 널찍하거든요.  

But I like my living room. It’s very spacious. 

 

Presenter 

좋습니다. 그럼 전체 대화를 다시 들으면서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Phil 

Do you like your house? 

 

Sian 

No, I don’t. My kitchen is not big enough and the garden is too small. 

 

Phil 

Sorry to hear that. 

 

Sian 

But I like my living room. It’s very spacious. 

 

Presenter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어로 말할 수 있으시겠죠? 

친구와 함께 서로의 집에대해서 묻고 답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not enough’ 와 ‘too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Bye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