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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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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은 출퇴근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Tom 이 출퇴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살펴볼게요.  

 

Tom 

I commute to work by train and it takes about an hour. The trains are always overcrowded 

and it's impossible to get a seat. But luckily, the trains are usually on time. 

 

Kee  

네. 그럼 Tom 이 어떻게 통근하는지부터 들어볼게요.  

 

‘I commute to work by train' 

 

네, 기차로 통근한다고 했습니다. ‘Commute’는 통근하다, 출퇴근하다라는 뜻이고, 통근 수단을 말할 

때에는 by 를 사용해서 'I commute to work by bike'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또는 'I commute to work 

by bus' 버스로 출퇴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I drive to 

work 나는 운전해서 출퇴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니는 경우엔, 'I walk to work' 나는 

걸어서 출퇴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Tom 의 통근시간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And it takes about an hour.’ 

 

Kee 

네, Tom 은 it 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Commute 라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 모두 형태가 같은데요, 

여기에서 it 를 사용한 것을 통해 commute 가 명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 about' 

이란 표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뜻하는데요, about 은 '대략'이라는 뜻으로 대략 어느정도 

걸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0 분 정도 걸린다 라고 한다면 'it takes about 30 minutes', 10 분 

정도 걸린다 라고 한다면 'it takes about 10 minutes.'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으로 Tom 이 기차로 통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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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ins are always overcrowded.’ 

 

Kee 

네, 통근시간이 힘들 것 같은데요, ‘overcrowded’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붐빈다는 의미의 

crowded 에 over 가 붙어서 crowded 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overexcited 는 너무 신이난다는 뜻이고 overjoyed 는 너무 기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차가 

얼마나 자주 붐빈다고 했나요? 'always crowded' 항상 붐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Tom 은 기차를 타고 올 때 앉아서 올 수 있다고 했나요? 

 

‘And it's impossible to get a seat.’ 

 

Kee 

네, 'impossible to'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it's impossible to' 뒤에 

동사를 써서, 그 동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켓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때는 'it's impossible to buy a ticket.', 테이블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it's impossible to get a tabl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om 이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나요? 네 그렇죠, 'to get a seat' 자리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차로 다니는 것이 Tom 에게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떤 좋은 점이 

있었죠?  

 

‘But luckily, the trains are usually on time’ 

 

Kee 

네, 그렇습니다. 먼저 But luckily 라는 말은 그래도 다행히, 라는 뜻인데요, 뭔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나서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기차가 'always overcrowded 항상 

붐비긴 하지만, 기차가 on time 제 시간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Tom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Tom 

I commute to work by train and it takes about an hour. The trains are always overcrowded 

and it's impossible to get a seat. But luckily, the trains are usually on time. 

 

Kee 

여러분은 어떠세요? Commute 통근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take 걸리시나요. 만약 

기차나 대중교통을 타신다면, crowded 사람들로 붐비나요 아니면 Get a seat 앉아서 갈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On time 제 시간에 갈 수 있으신가요?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