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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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기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il 이 얼마나 노래를 잘부르는지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살펴볼게요. 

 

Phil 

I'm not much of a singer, and I always seem to be out of tune. I do enjoy singing though, so 

I'm trying to get better by singing along to the radio. 

 

Bolam  

자 처음에 Phil 이 뭐라고 했죠? 

 

'I'm not much of a singer' 

 

Bolam 

'not much of a' 이 표현은 그다지 무엇은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Phil 은 좋은 가수는 아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춤을 잘 추지 못한다..라고 말하려면 

'I'm not much of a dancer.'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려면 

'I'm not much of a coo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아요. 이제 Phil 이 다음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and I always seem to be out of tune.' 

 

Bolam 

아… Phil 은 노래를 부를 때 out of tune 음정이 안 맞다고 하네요. Out of tune 의 반대말은 in 

tune 겠죠? Phil 은 또 'always seem to be out of tune’ 항상 음정이 안 맞는것 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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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나는 항상 배가 고픈것 같아 라고 말하려면 

'I always seem to be hungry.' 

 

그럼 나는 항상 졸린것 같아 라고 하려면 

'I always seem to be sleep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Phil 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 do enjoy singing though' 

 

Bolam 

though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hil 이 노래를 그렇게 

잘부르지못함에도 불구하고 enjoy singing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고 하네요. Enjoy 앞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Do 를 붙여서 do enjoy 라고 했죠? Do 를 동사 앞에 붙여 그 동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뛰는 건 싫어하지만 축구하는 것은 정말 좋아해 라고 하려면 

'I hate running. I do enjoy playing football though.' 

 

그리고 독서는 싫어하지만 만화책 읽는 것은 정말 좋아해 라고 하려면 

'I hate reading. I do enjoy reading comic books thoug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Phil 이 한 말을 들어볼게요. 

 

'so I'm trying to get better by singing along to the radio.' 

 

Bolam 

'I'm trying to get better'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by singing along to the 

radio'그 뒤에 by 동명사를 사용해 라디오를 따라 부름으로써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나는 내 노래를 녹음함으로써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려면 

'I'm trying to get better by recording my singing.' 

 

그리고 나는 매일 연습함으로써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려면 

'I'm trying to get better by practising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Phil 의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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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m not much of a singer, and I always seem to be out of tune. I do enjoy singing though, so 

I'm trying to get better by singing along to the radio.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not much of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노래부를 때 always seem to be 

out of tune or in tune? 항상 음정이 맞지 않은 것 같나요? 아니면 음정이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do enjoy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 고 trying get better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용한 표현으로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함께해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