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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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달리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ian 이 달리기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ian 

I go for a run once a week. It really helps me to clear my mind, and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too. Once I finish my run, I feel so energised. 

 

Kee  

그럼 먼저 Sian 이 처음에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I go for a run once a week. 

 

Kee 

먼저 Sian 이 'I go for a run' 나는 달리기를 하러 간다 라고 하고, 그것을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 구동사 go for 는 주로 달리기를 하러 간다고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구동사이며 

run 달리기 walk 산책이라는 명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산책하러 간다 라고 한다면 

I go for a walk every day. 

 

네 좋아요 그럼 Sian 이 다음에 한 말을 들어봐요. 

 

It really helps me to clear my mind. 

 

Kee 

Sian 은 it really helps me to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요 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clear my mind' 내 

머리를 맑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it really helps me to 인데요 자신에게 

무언가가 도움을 준다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 라고 말하려면. 

Running really helps me to relie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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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달리기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라고 말하려면 

Running really helps me to feel relax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왜 Sian 이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들어봐요. 

 

and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too. 

 

Kee 

Sian 이 또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어디에 좋다라고 말할 때에는 be good for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리기는 심장에 좋다 라고 말하려면 

Running is good for your heart. 

 

그리고 달리기는 마음에 좋다 라고 말하려면 

Running is good for your min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Sian 이 한 말을 들어봐요. 

 

Once I finish my run, I feel so energised. 

 

Kee 

Sian 은 once I finish my run 달리기가 끝나면 I feel so energised 매우 기운이 넘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Once 는 연결어로서, 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 바로 이어서 생긴다 라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Sian 이 말한 내용은 먼저 달리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energised 기운이 넘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달리기가 끝나면 매우 피곤하다 라고 말한다면 

Once I finish my run, I feel so tired. 

 

그리고 나는 달리기가 끝나면 기분이 너무 좋다 라고 말한다면  

Once I finish my run, I feel grea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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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n 

I go for a run once a week. It really helps me to clear my mind, and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too. Once I finish my run, I feel so energ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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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go for a run 하시나요? 무엇이 helps you to 머리를 맑게 해주나요? 또 

어떤 운동이 good for your health 한가요. 마지막으로 once 운동이 끝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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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