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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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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아침식사와 관련된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 이 아침식사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같이 살펴볼게요. 

 

Sam 

I used to skip breakfast all the time, but now it's the other way round. Having breakfast helps 

me to focus at work, and it also stops me from overeating later in the day. 

 

Bolam  

네. Sam 이 예전에는 아침식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I used to skip breakfast all the time.' 

 

Bolam 

Used to ~을 하곤 했다 라는 뜻으로 과거에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Sam 은 used to skip breakfast 아침을 거르곤 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처럼 

skip 은 무엇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라는 뜻으로 수업을 빠졌다 와 같은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피아노 수업을 빠지곤 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used to skip my piano lessons.' 

 

그리고  점심을 거르곤 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used to skip lunc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Sam 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but now it's the other way round.' 

 

Bolam 

여기서 중요한 표현 the other way round 는 현재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Sam 이 예전에는 아침식사를 항상 걸렀지만 이제는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라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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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는 점심을 거르곤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다 라고 말하려면 

'I used to skip lunch, but now it's the other way roun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식사가 Sam 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들어볼까요?  

 

‘Having breakfast helps me to focus at work’ 

 

Bolam 

Sam 은 'having breakfast helps me to focus at work'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일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했네요. 'helps me to focus at' 표현을 사용해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직장에서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말하려면 

'Having coffee helps me to focus at work.'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직장에서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말하려면 

'Exercising helps me to focus at wor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Sam 에게 어떤 다른 도움을 

주는지 더 들어볼까요?  

 

'and it also stops me from overeating later in the day.' 

 

Bolam 

그러니까 'it also stops me from overeating later in the day' 그 다음 끼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했네요. Stops me from 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From 뒤에는 overeating 처럼 꼭 동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그럼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내가 피곤하게 느끼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하려면 

'Having breakfast stops me from feeling tired.' 

 

아침식사를 하면 군것질하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하려면 

'Having breakfast stops me from snack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Sam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Sam 

I used to skip breakfast all the time, but now it's the other way round. Having breakfast helps 

me to focus at work, and it also stops me from overeating later in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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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What did you use to eat for breakfast? 예전에 아침식사로 주로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비슷하게 먹고 있나요? 아니면 Is it the other way round? 완전히 반대인가요? 

아침식사를 하는 게 help you to focus at work, 직장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그리고 

아침식사가 stop you from overeating,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도 더욱 유용한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함께해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