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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의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고 관련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 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관련 표현을 살펴볼게요.  

 

Sam 

I love living in the city. It's so convenient because everything's within walking distance. A city 

like London offers something for everyone. My favourite thing to do in London is going to 

food markets with friends. 

 

Bolam  

네. 제일 처음 Sam 이 뭐라고 했죠?  

 

‘I love living in the city.' 

 

Bolam 

‘Love living in the city’ 도시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다고 했네요. 영어로 love 는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Love 뒤에 동사를 쓸 때는 보통 동명사로 씁니다.  

 

그럼 나는 바닷가에서 사는 게 정말 좋아 라고 말하려면, 

'I love living by the sea.' 

 

그럼 시골에서 사는 게 정말 좋아 라고 말하려면, 

'I love living in the countrysid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잘 들어보고 쌤이 왜 도시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볼까요? 

 

‘It's so convenient because everything's within walk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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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우선 Sam 이 도시의 삶은 ‘so convenient’ 아주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Because everything's within 

walking distance' 왜냐하면 모든 곳에 도보로 갈 수 있어서 라고 했고요. 'Within walking distance' 말 

그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죠.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상가가 많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re are many shops within walking distance.' 

 

그리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식당이 많다.. 라고 하려면? 

'There are many restaurants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또 Sam 이 런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 city like London offers something for everybody.’ 

 

Bolam 

Sam 은 런던 같은 도시가 ‘offers something for everybody' 모든 이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offer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런던이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London offers so much entertainm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Sam 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My favourite thing to do in London is going to food markets with friends.' 

 

Bolam 

'My favourite thing to do'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뜻인데요. Sam 이 런던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going to food markets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푸드마켓 그러니까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시장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네요. 

 

그럼 런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공원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   

'My favourite thing to do in London is going to the parks.' 

 

그리고 런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박물관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 

'My favourite thing to do in London is going to museum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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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이제 Sam 이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듣고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정리해볼게요. 

 

Sam 

I love living in the city. It's so convenient because everything's within walking distance. A city 

like London offers something for everyone. My favourite thing to do in London is going to 

food markets with friends.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에 삶은 convenient 편리한가요? 여러분 집에서 within 

walking distance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offer 제공하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 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 

favourite thing to do 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많은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