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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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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 이 자신이 여는 파티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am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I've invited a few close friends and family. I'm 

going to prepare some simple finger foods for snacks – hopefully, everyone can make it. 

 

Kee  

그럼 먼저 Sam 이 처음에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Kee 

자 여기서 Sam 이 자신의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요, Sam 은 have a housewarming party, 

집들이를 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미래에 파티를 열다, 하다 라고 말 할 때에는, 동사 have 를 진행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할거에요 라고 말하려면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그리고 내일 할로윈 파티를 할거에요 라고 말하려면 

'I'm having a Halloween party tomorrow.'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am 이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게요. 

 

‘I've invited a few close friends and family.' 

 

Kee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invite 초대하다 입니다. Sam 은 a few close friends and family 몇 몇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했다 라고 했습니다. Close 는 친한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glish Matters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2 of 3 

 

 

그럼 몇 몇 친한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다 라고 말하려먼 

'I've invited a few close colleagues.' 

 

그리고 몇몇 친한 옛날 친구들을 초대했다 라고 말하려면 

'I've invited a few old friend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Sam 이 파티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들어봐요. 

 

‘I'm going to prepare some simple finger foods for snacks.’ 

 

Kee 

Sam 이 'I'm going to prepare' ~을 준비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다 라고 말할 

때에는 동사 prepare 를 사용합니다. Sam 은 'simple finger foods'를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finger 

food 는 손으로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스낵으로 팝콘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I'm going to prepare some popcorn for snacks.' 

 

그리고 나는 스낵으로 케이크와 비스킷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I'm going to prepare cakes and biscuits for snack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am 이 마지막으로 한말을 들어봐요. 

 

'Hopefully, everyone can make it.' 

 

Kee 

마지막으로 Sam 이 hopefully, everyone can make it.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사나 파티 장소에 참석한다고 할 때에는 mak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생일파티에 참석하길 바래 라고 말한다면, 

'Hopefully, everyone can make my birthday party.'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비큐에 참석하길 바래 라고 말한다면, 

'Hopefully, everyone can make the barbecu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Sam 이 한 이야기 전체를 다시 들어보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정리해볼게요. 

 

Sam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I've invited a few close friends and family. I'm 

going to prepare some simple finger foods for snacks – hopefully, everyone can m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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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곧 having a party 파티를 할 예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를 invite 

초대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prepare 준비하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make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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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Bye every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