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LEARNING ENGLISH 

English Matters 
 

Moving Matter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nglish Matters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1 of 3 

 

 

B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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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이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m 이 이사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Tom 

I'm finally ready to move out of my flat. I've double-checked everything so that I don't leave 

anything behind. I've packed my essentials, and the movers are about to arrive. 

 

Bolam  

네. 그럼 Tom 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I'm finally ready to move out of my flat.' 

 

Bolam 

Tom 이 드디어 아파트에서 move out of 이사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Move out 은 말 그대로 이사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Move 뒤에 나오는 전치사들은 이사하다 라는 동사에 더욱 자세한 설명을 더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 들어오다 라고 말하려면 move 뒤에 in 을 붙여서 move 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에는 뒤에 to 를 붙여서 어디로 이사들어오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move 

into a flat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드디어 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하려면: 

'I'm finally ready to move into my new fl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Tom 이 다음으로 한 말을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I've double-checked everything so that I don't leave anything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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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아주 긴 문장이네요. 한 번 자세히 볼게요. Tom 이 'I've double-checked everything'라고 했는데요. Double-

check 다시 확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Tom 이 'so that I don't leave anything behind’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라고 이유를 말했네요. 

 

그렇다면 귀중품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라고 말하려면 

'I've doubled checked everything so I don't leave any valuables behind'. 

 

그리고 박스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라고 하려면 

'I've double-checked everything so that I don't leave any boxes beh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Tom 이 이사를 위해 무슨 짐을 쌌는지 들어볼까요? 

 

‘I've packed my essentials.’ 

 

Bolam 

'I've packed my essentials' 나의 필수품을 쌌다 라고 말했는데요. 무언가를 쌌다 라고 말하려면 'I've 

packed some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쌌다 라고 말하려면 ‘I’m pack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책을 쌌다 라고 하려면 

'I've packed my books.' 

 

수영복 바지를 쌌다 라고 하려면 

'I've packed my swimming shor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and the movers are about to arrive.' 

 

Bolam 

'the movers are about to arrive'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막 도착하려고 한다 라고 했네요. 

Mover 물건을 옮기는 사람 여기서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be about to 이 표현은 

막 무엇을 하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막 짐을 싸려고 한다 라고 하려면 

'I'm about to pack my things.'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하려면 

'I'm about to have my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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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Tom 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 정리해볼게요. 

 

Tom 

I'm finally ready to move out of my flat. I've double-checked everything so that I don't leave 

anything behind. I've packed my essentials, and the movers are about to arrive.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move out of 이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leave behind 떠나기 

전에 어떤 물건을 double-check 다시 확인 했나요? 이사할 때 essentials 어떤 필수품을  pack 

챙기셨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about to do 막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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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