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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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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와 관련되어서 자주 쓰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먼저 Dan 이 작년 여름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an 

I went on holiday for a week last summer. We stayed at a beautiful resort. The local cuisine 

was amazing. And we really enjoyed camping overnight in the desert. 

 

Kee  

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I went on holiday for a week last summer.' 

 

Kee 

'I went on holiday for a week last summer' 나는 작년 여름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 ‘go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go 의 과거형 

went 를 써서 went 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휴가였는지, 그 기간을 말하기 위해 전치사 

for 를 사용했고, last summer 지난 여름 이라고 말해서, 언제 휴가를 갔었는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last 라는 말은 작년 혹은 지난 시점을 말할 때 사용하고, 올해나 지금 시점을 말할 때에는 this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2 주 동안 휴가를 갔었다 라고 말한다면, 'I went on holiday for 

two weeks this spring' 이라고 하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틀 동안 휴가를 갔었다. 라고 말한다면 'I 

went on holiday for a couple of days last Christma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an 이 어디에서 휴가를 보냈는지 말했습니다. 들어볼게요. 

 

‘We stayed at a beautiful resort.’ 

 

Kee 

네, 'We stayed at a beautiful resort' 우리는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지냈다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stay 라는 동사는 관광이나 여행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머문다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머문다고 말할 

때에는 전치사 at 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집에서 지냈다 라고 한다면, I stayed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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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house'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지냈다 라고 한다면 'I stayed at a beautiful hotel.'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Dan 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시죠. 

 

‘The local cuisine was amazing.’ 

 

Kee 

역시, 휴가가면 먹을게 빠질 수 없죠! 네, ‘local cuisine’ 은 현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Cuisine 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한 요리법을 뜻하는데요, 만약 음식이 맛있었다면 the local cuisine was 

amazing 혹은, 만약 맛이 없었다면 the local cuisine was terribl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an 이 휴가에서 참 좋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들어보세요. 

 

‘And we really enjoyed camping overnight in the desert.’ 

 

Kee 

네, 'And we really enjoyed camping overnight in the desert' 사막에서 밤새 캠핑한 것이 매우 

즐거웠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는 말은 enjoy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이 뒤에는 항상 명사나 동사의 ing 형태을 써서 무엇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Dan 은 ‘really’ 라는 말을 써서 매우 즐거웠다고 

강조했는데요, 좀 더 예를 들면 'I really enjoyed snorkelling' 나는 스노쿨링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n 은 overnight 밤새 캠핑한 것이 좋았다고 했고, 그리고 어디서 

캠핑을 했었죠? 네, in the desert 사막에서 했다고 말했었죠. 

자, 그럼 이제 Sam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Dan 

I went on a holiday for a week last summer. We stayed at a beautiful resort. The local 

cuisine was amazing. And we really enjoyed camping overnight in the desert. 

 

Kee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휴가를 어디로 go on 갔었고, stay for 얼마동안 그리고 stay at 어디에서 

지내셨나요? local cuisine 현지 음식은 어땠어요? Amazing 훌륭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에서 

가장 enjoy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더 다양한 표현으로 다시 만날게요. 

Good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