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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적인 주제를 통해, 

생활속에서 자주 쓰이는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TV 시청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Sam 이  TV 시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듣고 관련된 표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am 

I watch too much television. I’m really into documentaries. I find travel documentaries 

interesting. I’m really upset because I missed last night’s special on Korea. 

 

Kee  

네. 먼저 Sam 이 TV 를 얼마나 보는지 한 번 얘기해볼까요? Sam 이 이렇게 말했죠. 

 

‘I watch too much television.'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것 같은데요, Sam 은 ‘I watch too much television’ 나는 티비를 너무 

많이 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too much’는  ‘watch television’ 티비를 보는 것과 함께 써서, 

티비를 너무 많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Watch TV'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many' 가 아니라 'much' 

를 쓴 것이죠. 이와 같이 I read too much 에서도 read 읽는 것을 많이 한다는 의미로 too much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am 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I’m really into documentaries.’ 

 

Kee 

네, ‘I’m really into documentaries’ 나는 다큐멘터리를 아주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be into’라는 

표현은, 무엇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Sam 이 말한 것처럼 really 라는 말을 

써서 좋아하는 것을 더 강조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면 ‘I’m really into 

drama’. 그리고 저처럼 스포츠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I'm really into sports programm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Sam 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지 들어볼게요. 

 

‘I find travel documentaries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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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I find travel documentaries interesting’ 나는 여행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운 것 같아. 이렇게 말했네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I find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를 사용해서, 무엇이 어떤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용사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형용사나 ing 형태의 

형용사는 사용할 수 있지만, ed 로 끝나는 형태의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입니다. ed 로 끝나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티비 프로그램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드라마가 흥미진진하다 라고 할때는, ‘I find dramas excited.’ 가 아니라 ‘I find 

dramas exciting’ 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Sam 이 어떤 이유로 속상하다고 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I’m really upset because I missed last night’s special on Korea.’ 

 

Kee 

먼저 Sam 이 ‘I’m really upset’ 나는 정말 속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upset’란 표현 

배웠었죠? 자 그럼 왜 속상한지 알아볼게요. 우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because 왜냐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I missed last night’s special on Korea.’ 어젯밤에 한국에 대한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놓쳤어 라고 말했네요. 네, 여기에서 ‘miss’는 무엇을 놓치다. 못봤다는 말입니다. ‘Last 

night’s special on Korea’ 어젯밤 한국 스페셜을 못봐서 속상하다고 말한 걸 보니, Sam 은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Sam 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 

I watch too much television. I’m really into documentaries. I find travel documentaries 

interesting. I’m really upset because I missed last night’s special on Korea. 

 

Kee 

여러분은 어떠세요? Do you watch too much TV? 티비를 많이 보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티비 

프로그램을 are you into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nd them 

interesting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find them exciting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miss’ 놓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도 더 유용한 표현으로 다시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