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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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il 이 친구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Phil 

One of my best friends is a guy called Matt. We were flatmates in our second year at 

university. I don't see him very often now, but we catch up on the phone every month. 

 

Bolam  

네, Phil 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죠? 

One of my best friends is a guy called Matt. 

 

Bolam 

Phil 은 'One of my best friends is a guy called Matt’라고 말했는데요. One of~ 여러 명 있는 친구 중 

한 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죠. 이 친구는 a guy called Matt, 남자인 친구고 

이름은 Matt 라고 하네요.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할 때 'to be' 그리고  'called'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에 대해 얘기하려면 

One of my closest friends is a girl called Jane.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들 중의 한 명인 Lucy 에 대해 얘기하려면 

One of my good friends is a girl called Luc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Phil 이 뭐라고 말했는지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We were flatmates in our second year at university. 

 

Bolam 

Phil 은 그 친구가 ‘flatmate’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Flat 은 아파트를 

말하죠. House 집을 공유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려면 'housemate', 함께 일 하는 사람은  

'workmat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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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를 소개할 때는 

She's my workmate 

 

그리고 학교 친구를 소개할 때는 

She's my schoolmat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Phil 이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난다고 말했나요? 

I don't see him very often now 

 

Bolam 

친구를 very often 아주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네요. 아마 일 년에 한 두 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친구를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말할 때 다른 

부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친구를 한달에 여러번 만난다..라고 말하려면 

I see him several times a month. 

 

그리고, 친구를 매주 만난다..라고 하려면 

I see her every wee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남자인 친구를 말할 때는 ‘him’, 여자인 친구를 말할 때는 ‘her’ 사용하는 거 잊지마세요. 

바꿔서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Phil 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 but we try and catch up on the phone every month. 

 

Bolam 

'we catch up on the phone every month' 매달 전화로 못다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네요. ‘catch 

up’은 따라 잡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오랫동안 못본 친구가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얘기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누구와 catch up 하다..라고 하려면 뒤에 with 누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메일로 매주 나의 남자 형제와 못다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려면 

I catch up with my brother every week by email. 

 

그리고 주말에 친구와 못다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려면 

I catch up with my friend at the weekend.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Phil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볼게요. 

 

Phil 

One of my best friends is a guy called Matt. We were flatmates in our second yea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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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 don't see him very often now, but we try to catch up on the phone every 

month. 

 

여러분은 어떠세요? Who is one of your best friends? 여러분의 절친은 누구에요?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Flatmate 였나요? 아니면 workmate 였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catch up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못다한 얘기를 나누나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English Matters 에서 유용한 표현 같이 배워보아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