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How do I reply to invitation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do I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도 Sam 과
함께할게요.

Sam
Welcome, everybody! Hello.
Bolam
오늘은 누군가의 초대에 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nema 영화관에
같이 가자는 제안에 대답을 먼저 들어볼까요? 알아듣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후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누가 제안에 응했고 누가 거절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cinema with us on Friday?




I'd love to. Thank you!
That sounds great!
Amazing! I’d love that.

Bolam
이해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아주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네요. 그럼 Sam 우리 방금 들었던 것 처럼
친구가 무엇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관련 표현을 같이 살펴볼까요?

Sam
I’d love to!
Bolam
모든 사람들의 대답에서 yes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초대에 응했죠? 여러분도 눈치채혔나요?
대답 중 하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그래! 라는 말 대신 어떻게 대답죠?

That sounds great!
Bolam
네 ‘That sounds great’ 아주 좋아~라는 뜻이죠. 여기서 great 대신에 다른 형용사들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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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Definitely! You can use ‘that sounds good’ or ‘that sounds lovely’ or ‘that sounds wonderful’
all with a very positive meaning. Now, let’s practise th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That sounds great!
Sam
Let’s listen to two other people now. Do you notice anything similar about their answers?
I'd love to. Thank you!
Amazing! I’d love that.
Bolam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여기서 두사람 모두 I’d love 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I’d 는 두 단어가 축약된
형태로 I 와 would 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여기다 love 를 붙여서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Sam
Yes! Can you also explain to our listeners what happens after ‘love’?
Bolam
물론이죠. ‘I’d love to come’을 줄여서 come 을 빼고 ‘I’d love to’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
come 은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Sam
…or you can say ‘I’d love that!’, which has the same meaning.
Bolam
맞아요! ‘I’d love to’ 그리고 ‘I’d love to come’ 그리고 ‘I’d love that’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Sam
Quick practice of pronunciation - repeat after me:
I'd…
I'd love to.
I’d love to come.
I’d love that.
And shall we also explain what ‘amazing’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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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Amazing’ 놀라운, 굉장한, 이런 뜻인데요. 이 형용사는 물론 ‘lovely’ ‘wonderful’ ‘great’ 이런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Sam
Time to practise th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Amazing!
Lovely!
Wonderful!
Bolam
Thanks, Sam. 이제 초대에 응하는 표현을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누군가가 집으로 저녁식사 초대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Love 가 들어가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제안에 응해봅시다. 여러가지 표현을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대답한 후에 잠시후에 나오는
Sam 의 대답과도 비교해보세요. 마지막에는 초대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Sam
I’d love to. Thank you!
I’d love that. Thank you!
I’d love to come. Thank you!
Bolam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축구를 같이 하자고 누군가가 제안했다고 가정해볼까요? That
sounds 뒤에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를 붙여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한 후에 Sam 의 대답도 잘
들어보세요.

Sam
That sounds lovely!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amazing!
Bolam
Did you say the same? 이 밖에도 ‘That sounds wonderful!’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Sam
Well done! I hope you get invited to do lots of fun things now!
Bolam
네, 그리고 오늘 배운 것도 활용해보세요. 바이!

Sam
Bye,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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