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compare two thing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안녕하세요? How do I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Sian 과 함께 할게요.

Sian
Hi, everybody! Welcome.
Bolam
오늘은 두가지를 서로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사람이 eating in
집에서 먹는 것과 eating out 외식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 지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볼게요. 알아듣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몇명이 집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맞춰보세요.

I prefer eating in because it's healthier.
Eating in because it's cheaper!
Eating out is better, but it's more expensive.
Bolam
OK. 보니까 이 중 두명이 집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들이 말한 이유에
동의 하나요? Sian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한 comparative adjectives 비교급 표현을 한 번 살펴볼까요?

Sian
Yes, and there are some very simple rules to help you. So first let's look at adjectives with
one syllable, like 'cheap'.
Bolam
네 cheap 저렴한 이죠. 자 모음이 하나인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법 모두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세요.

Eating in because it's cheaper!
Sian
Ok, so we add the letters 'e r' to a one-syllable adjective. So 'cheap' becomes 'cheaper'.
Bolam
자 이 방법으로 다른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er 만 붙여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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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n
So cold becomes 'colder', and short becomes 'shorter'. Now, let's look at 2 syllable
adjectives that end with the letter 'y'. Like 'healthy'.
Bolam
네 healthy 는 건강한 이죠. 비교급 어떻게 만들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I prefer eating in because it's healthier.
Sian
So again we add 'er', but this time you have to check the spelling.
Bolam
스펠링에 주의하세요. Y 를 없애고 ier 을 붙여줍니다.

Sian
And we do this with other adjectives ending in 'y'. So pretty becomes 'prettier' – with 'i e r'
at the end.
Now, can you remember what happens with other adjectives that are longer than one
syllable – for example 'expensive'? Let's listen again to check.
It's more expensive.
Bolam
모음이 두개 이상의 형용사의 경우는 형용사 앞에 more 를 붙여주면 되고요.

Sian
So 'interesting' becomes 'more interesting' and 'difficult' becomes 'more difficult'. Easy, right?
But careful because there are some exceptions!
Bolam
네. Exception 예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때 good 뒤에 er 을 붙여서
gooder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Eating out is better.
Sian
So, if we want to say that something is 'more good' we say 'it's better'. And if we want to
say that something is 'more bad', we use 'it's worse'.
Let's practise those. Repeat after me:
better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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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자 이제 배운 것들 연습해볼게요. Studying online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과 studying in class
수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후에 Sian 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보세요.

Sian
Studying online is easier.
Bolam
똑같이 말하셨나요? 그럼 이제 수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더 비싸다 라고 말해볼게요.

Sian
Studying in class is more expensive.
Bolam
Did you say the same?
Sian
Well done! Hopefully you are enjoying studying online with us!
Bolam
And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every day.
See you next time.
Sia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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