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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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옷차림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am 이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am 

I lik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so I try to look smart when I go to work. But at 

other times, I like to wear something comfortable. I like to get dressed up for a night out, 

though. 

 

Kee  

그럼 먼저 Sam 이 처음에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I lik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Kee 

Sam 은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네요. 

여기에서 핵심 표현은 make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준다고 말하려면 전치사 on 다음에 그 상대방 사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라고 말하려면 

I lik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my colleagues. 

 

그리고 나의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라고 말하려면 

I lik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my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Sam 이 다음에 한 말을 들어봐요. 

 

I try to look smart when I go to work. 

 

Kee 

네, Sam 은 when I go to work 일하러 갈 때 look smart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옷 입은 

모습이 smart 해 보인다는 것은,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smart 대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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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써서,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rofessional 전문가처럼, 

아니면 casual 캐주얼하게, 격식을 차리지 않게 보이려고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데이트 하러 갈 때 캐주얼 하게 보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려면 

I try to look casual when I go on a date.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갈 때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려면. 

I try to look professional when I go to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am 이 다른 때에는 옷을 어떻게 입는지 들어봐요. 

 

But at other times, I like to wear something comfortable. 

 

Kee 

먼저 Sam 이 but at other times 하지만 다른 때에는 이라고 했죠. 즉, Sam 이 일하러 가지 않을 

때에는 wear something comfortable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comfortable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려면 

I like to wear something prett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 말을 다시 들어봐요. 

 

I like to get dressed up for a night out, though. 

 

Kee 

Sam 은 get dressed up for a night out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차려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Dressed up 은 어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am 은 

night out 밤 외출을 위해 get dressed up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결혼식 때 차려입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려면 

I like to get dressed up for weddings. 

 

그리고 나는 저녁 파티 때 차려 입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려면 

I like to get dressed up for dinner parties. 

 

네, 좋습니다. 이제 Sam 이 한 말의 전체를 다시 듣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정리할게요. 

 

Sam 

I lik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so I try to look smart when I go to work. But at 

other times, I like to wear something comfortable. I like to get dressed up for a night out,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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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make a good impression 하고 싶으신가요? 언제 look smart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도 wear something comfortable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get 

dressed up 하셨나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English Matters 에서 유용한 

표현들과 함께 다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