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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바람과 관련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m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Tom 

My parents and I disagree on just about everything. They really want me to get married and 

settle down. I get what they want, but I won't be pressured into things. 

 

Bolam  

Tom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했는지 부터 들어볼까요?   

 

‘My parents and I disagree on just about everything.' 

 

Bolam 

어떤 것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disagree on 반대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그 뒤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나는 많은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y friend and I disagree on a lot of things.' 

 

그리고 친구와 네가 어떤 것에도 반대하는 법이 없다 라고 말할 때는 

 

'My friend and I never disagree on an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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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은 그와 그의 부모님이 'just abou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에서 서로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just about 은 거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Tom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게요. 

 

‘They really want me to get married and settle down.' 

 

Bolam 

여기서 they want me to 라는 표현을 써서 부모님이 우리가 무얼 하길 원하시는지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취업을 하기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my parents want me to find a job',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댁에 방문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my parents want me to visit their ho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Tom부모님은 Tom이 뭘하길 원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Get married결혼해서 settle 

down 정착하길 바라신다 라고 했죠? 

 

Tom은 이런 부모님의 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I get what they want.’ 

 

Bolam 

'I get what they want' 라고 말했네요. 여기서 get은 동사로 쓰여서 이해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Tom은 what they want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뭔가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don't get it.' 

 

그렇다면 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don't get my parents.'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Tom이 뭐라고 말 했는지 들어볼까요? 

 

‘…but I won't be pressured into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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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Tom은 'I won't be pressured into things' 압박감으로 무언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Be pressured into 압박감을 느껴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won’t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썼네요. 압박감을 느껴 무언가를 하게된다, 그 

무언가를 설명할 때 전치사 into를 사용하고, 그 뒤에 명사, 주로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압박감을 느껴서 차를 사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won't be pressured into buying the car.' 

 

그리고 나는 압박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I won't be pressured into anything.'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Tom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볼게요. 

 

Tom 

My parents and I disagree on just about everything. They really want me to get married and 

settle down. I get what they want, but I won't be pressured into things.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부모님이 disagree on 서로 반대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do your parents want you do anything?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 don’t get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pressured into anything 압박감으로 무언가 해본적이 있나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다양한 표현으로 English 

Matters에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