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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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Dan 이 어렸을 때 수영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Dan 

I used to go swimming all the time. I didn't have any formal lessons – I was a natural 

swimmer. I didn't use armbands or goggles… but I don't go swimming anymore. 

 

Kee  

그럼 먼저 Dan 이 처음에 한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used to go swimming all the time. 

 

Kee 

Dan 은 used to go swimming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라고 했네요. 과거에 무엇을 

하곤 했다 라고 말할 때 used to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사 'go' 뒤에 ing 형태를 

붙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 shopping 쇼핑을 하다, 

go running 달리기를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Dan 이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한다고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all the time 이라고 했는데요, All the 

time 이란 표현은 예전에 자주 했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는 예전에 등산을 자주 갔었다 라고 말한다면, 

I used to go mountain climbing all the time. 

 

그리고 나는 예전에 춤을 추러 자주 다녔다 라고 말한다면, 

I used to go dancing all the time.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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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아요, 그럼 Dan 이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요. 

 

I didn't have any formal lessons - I was a natural swimmer. 

 

Kee 

먼저 Dan 이 any formal lessons 어떤 공식적인 레슨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죠 

그리고 Dan 은 'I was a natural swimmer' 나는 타고난 수영선수였다 라고 했습니다. 

Natural 은 어떤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데요, Dan 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swimmer 수영선수, 또는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타고난 골프선수 였다 라고 말하려면 

I was a natural golfer. 

 

그리고 나는 타고난 댄서 였다 라고 말하려면 

I was a natural danc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Dan 이 수영을 할 때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들어봐요. 

 

I didn't use armbands or goggles. 

 

Kee 

Dan 은 didn't use armbands or goggles 완장형 튜브와 물안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Used to 와 동사를 사용하면 과거에 무엇을 하곤 했다 라는 

뜻이지만, use 만 사용하면 무엇을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려면 

I didn't use swimming floats.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Dan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봐요. 

 

but I don't go swimming anymore. 

 

Kee 

마지막으로 Dan 은 'I don't go swimming anymore' 나는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네요. Anymore 은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English Matters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3 of 3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등산을 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면, 

I don't go mountain climbing anymore.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춤을 추러 다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면. 

I don't go dancing anymo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Dan 이 한 말 전체를 다시 들어보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정리해볼게요. 

 

Dan 

I used to go swimming all the time. I didn't have any formal lessons – I was a natural 

swimmer. I didn't use armbands or goggles… but I don't go swimming anymore.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go swimming 수영을 자주 하러 다녔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natural 한가요? Formal lesson 공식적인 레슨 없이, 그리고 무엇을 didn't 

use 사용하지 않고도 잘하시는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요즘 anymore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English Matters 에서 유용한 

표현과 함께 다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