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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 보람입니다. 

오늘은 일과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il 이 자신의 

일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Phil 

I'm quite bored with my daily routine. I always wake up at the same time and every day at 

work is the same.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Maybe I should change things up a bit. 

 

Bolam  

Phil 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제일 처음 한 말을 다시 들어볼게요. 

I'm quite bored with my daily routine. 

 

Bolam 

어머. Phil 은 'quite bored with his daily routine' 자신의 일과가 상당히 지겹다고 했네요. 여기서 부사 

'quite'는 형용사 'bored'를 강조하기 위해 쓰였죠. 그냥 'bored'가 아닌 'quite bored' 상당히 

지겹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Quite 뿐만 아니라 a little bit 같은 부사를 사용해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일과에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하려면 

I'm very happy with my routine. 

 

그리고 나는 내 일과가 아주 조금 지겹다..라고 하려면  

I'm a little bit tired with my routine. 

 

자 그다음으로 Phil 이 뭐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I always wake up at the same time and every day at work is the same. 

 

Bolam 

Phil 은 'always' '항상,  'every day' 매일 같은 단어로 평소 일과에 대해 설명했네요. 항상 일어나는 

일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가끔 하는 일을 말할 때는 sometimes 가끔.. 이 부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끔 아침 7 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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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metimes wake up at 7am. 

 

그리고 나는 가끔 다른 일을 한다.. 라고 하려면 

Sometimes my work is different. 

 

자, Phil 뭘 원한다고 말했나요?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Bolam 

Phil 은 'want to do something different'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네요. Want to 는 뒤에 

동사원형을 써서 ~을 하고싶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직업을 바꾸고 싶어..라고 하려면 

I want to change my job. 

 

그리고 나는 해외로 이사가고 싶어..라고 하려면 

I want to move abroad.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What did Phil say to show that he really wants to change things in his routine? 

Phil 이 자신의 일과를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하기 무슨 표현을 썼죠?      

 

Maybe I should change things up a bit. 

 

Bolam 

또 'should change things up a bit' 변화를 조금 주어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should 는 ~을 

해야겠다..라는 뜻의 조동사죠? 'change things up'은 변화를 주어 더 나은 상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운동을 더 해야겠다..라고 말하려면 

Maybe I should exercise more. 

 

그리고 나는 내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려면 

Maybe I should talk to my bos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아요. 이제 Phil 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Phil 

I'm quite bored with my daily routine. I always wake up at the same time and every day at 

work is the same.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Maybe I should change things up a bit.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daily routine  일과가 맘에 드시나요? 매일 직장에서의 일이 

같나요?  Do you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나요? 어떻게 

change things up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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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English Matters 에서 함께 해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