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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청소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an 이 집청소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ian 

My house is a complete mess. Everything's really dusty, so I have to air out the entire house. 

I also need to scrub the carpet to get rid of some old stains. My house needs a deep clean. 

 

Bolam  

자. 먼저 Sian 이 제일 처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My house is a complete mess.' 

 

Bolam 

음 Sian 이 집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Sian 은 자신의 집을'a complete mess' 완전 

엉망진창 이라고 표현했네요. 집 정리도 안 되어있고 더럽다는 뜻이겠죠? 

 

그럼 내 방은 완전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하려면  

'My room is a complete mess.'  

 

그리고 내 차는 완전 엉망진창이야 라고 하려면 

'My car is a complete mes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Sian 이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Everything's really dusty, so I have to air out the entire house.' 

 

Bolam 

Sian 이 할 일이 아주 많겠는데요?  모든 것이 dusty 먼지투성이 라고 했네요. 그래서 'air out the 

entire house’ 바깥 공기를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 즉 환기를 해야겠다 라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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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부엌을 환기시켜야겠다 라고 말하려면  

'I have to air out the kitchen.'  
 

회의실을 환기시켜야겠다 라고 하려면 

'I have to air out the meeting room.'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Sian 이 뭘 해야하는지 들어볼까요? 

 

‘I also need to scrub the carpet to get rid of some old stains.’ 

 

Bolam 

'scrub the carpet' 카페트를 문질러 닦아야한다고 했네요. Sian 은 get rid of some old stains 오래된 

얼룩을 없애기 위해 카페트를 문질러 닦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get rid of 는 없애다라는 

뜻으로 많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Stains 얼룩을 없앨 수도 있고 더이상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오래된 TV 를 없애버려야겠어 라고 말하려면  

'I need to get rid of an old TV.'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Sian 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My house needs a deep clean.' 

 

Bolam 

Sian 은 자신의 집은 a deep clean 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A deep clean 완벽하고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만약 내 차를 완벽하고 꼼꼼하게 청소해야겠다 라고 하려면 

'My car needs a deep clean.' 

 

나의 아파트를 완벽하고 꼼꼼하게 청소해야겠다 라고 하려면 

'My flat needs a deep clea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Sian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볼게요. 

 

Sian 

My house is a complete mess. Everything's really dusty, so I have to air out the entire house. 

I also need to scrub the carpet to get rid of some old stains. My house needs a deep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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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분 집도 a complete mess 인가요? 얼마나 자주 집을 air out 환기시키나요? 

여러분이 get rid of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도 a deep clean 꼼꼼한 

청소가 필요한가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English Matters 에서 유용한 표현과 함께 다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