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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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습관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am 이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am 

I tend to bite my nails when I'm anxious. It makes my nails look terrible, and I want to give it 

up once and for all. If only I could stop doing it. 

 

Kee  

Sam 이 처음에 한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I tend to bite my nails when I'm anxious. 

 

Kee 

Sam 은 I tend to bite my nails 나는 손톱을 씹는 경향있다 라고 했는데요, when I'm anxious 내가 

anxious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좋은 또는 나쁜 습관을 말할 때 tend 를 

사용해서 이런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행복할 때 휘파람을 부르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하려면 

I tend to whistle when I'm happy. 

 

그리고 나는 편안할 때 내 머리를 꼬으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I tend to twirl my hair when I'm relax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Sam 이 이어서 한 말을 들어봐요. 

 

It makes my nails look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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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Sam 은 손톱을 씹는 것이 makes my nails look terrible 손톱모양이 끔직하게 보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make something look how 란 구조를 사용해서 무언가가 무엇을 어떻게 보이게 

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look 다음에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인상을 쓰는 것은 나를 화나 보이게 한다 라고 말한다면  

Frowning makes me look angry. 

 

그리고 윙크를 하는게 것은 나를 어리석게 보이게 한다 라고 말한다면 

Winking makes me look sill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Sam 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들어봐요. 

And I want to give it up once and for all. 

 

Kee 

Sam 은 give it up 그것을 그만하고 싶었어요. Give up 은 그만두다, 포기하다는 뜻이고 보통 그만두고 

싶은 것을 이 구동사 끝에 표현합니다. 하지만 대명사 it 으로 대체해서 쓰고 싶다면 give up 사이에 

넣어서 give it up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Sam 은 once and for all 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 Sam 이 정말로 이 습관을 give up 그만하고 

싶은가봐요. 

 

그럼 나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I want to give up watching TV once and for all. 

 

그리고 나는 초콜릿 먹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I want to give up chocolate once and for all.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am 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들어봐요 

If only I could stop doing it. 

 

Kee 

Sam 은 'if only I could stop doing it' 내가 그것을 멈출 수 있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If only 는 현재 

상황에 대한 소원 같은 것을 말할 때, 즉 지금 상황이 변했으면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했으면 한다 라고 말할 때에는 if only 다음에 과거 형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티비가 재미 없었다면 이라고 말하려면 

If only television was boring. 

 

그리고 만약 초콜릿 맛이 없었다면 이라고 말하려면 

If only chocolate taste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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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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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I tend to bite my nails when I'm anxious. It makes my nails look terrible, and I want to give it 

up once and for all. If only I could stop doing it. 

 

Kee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anxious 할 때 무엇을 tend to 하시나요? 무언가가 make you look 

terrible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give up once and for all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if 

only 를 사용해서 지금 바꾸고 싶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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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