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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 날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며 관련된 영어표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돈에 관련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Phil 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보고, 사용했던 영어표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hil 

I get paid on the first of every month. I spend most of my money on rent. I often waste 

money on things I don’t need. I should save some money so I can afford nice holidays abroad. 

 

Kee  

그럼 Phil 이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한 번 해볼까요? 

 

‘I get paid on the first of every month’ 

 

Get paid 라는 표현은 자신의 직업에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월급을 받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Phil 은 on the first of every month 매월 첫번째 날에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first 첫번째날 이라는 표현대신, 자신이 해당하는 날짜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10 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I get paid on the 10th of every mont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Phil 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I spend most of my money on rent’ 

 

Kee 

네, Phil 은 rent 월세로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spend most of 

my money on 나의 대부분의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뒤에 자신이 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I spend most of my money on food. 나는 음식에 대부분의 

돈을 사용한다 또는 I spend most of my money on books. 나는 책에 대부분의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공감했던 Phil 의 다음 문장을 들어보시죠. 

 

‘I waste money on things I don’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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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Waste money 네, 아마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 표현인데요, 바로 돈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Phil 은 어떤 것에 돈을 낭비한다고 했었나요? 네, things I don’t need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슈퍼마켓에서 things I don’t 

need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한가득 담은 경우,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on 을 사용해서 어디에 돈을 낭비했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hil 은 이제 무엇을 해야한다고 말했었나요? 

 

‘I should save some money’ 

 

Kee 

네, Phil 은 I should save some money. 돈을 모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save money 인데요, 돈을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Phil 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So I can afford nice holidays abroad.’ 

 

Kee 

네, Phil 은 돈을 모아서 can afford nice holidays abroad 해외로 멋진 휴가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can afford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무언가를 할 여유가 없다 라는 말은 cannot afford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 can afford an expensive 

ring. 나는 비싼 반지를 살 여유가 있어. 혹은 I cannot afford an expensive ring. 나는 비싼 반지를 살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Phil 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Phil 

I get paid on the first of every month. I spend most of my money on rent. I often waste 

money on things I don’t need. I should save some money so I can afford nice holidays abroad. 

 

여러분께서는 언제 get paid, 월급을 받으시나요? 어디에 주로 spend your money on 돈을 사용하고, 

waste your money on 어디에 돈을 낭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뭔가 멋진 것을 can afford 하기위해서 

save money,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다시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