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How do I talk about what food is in
my kitchen?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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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Hello! Hope you're well, everyone!
Bolam
오늘은 '~이 있다'라는 의미의 'there is'와 'there are'의 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wis 가
자신의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고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가지 단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a
pepper' 피망, 'an onion' 양파, 'cheese' 치즈, 'milk' 우유, 'eggs' 계란, 'tomatoes' 토마토, 'carrots'
당근. 자, 이제 들어보세요.

Insert
There's a pepper and there's an onion. There's some cheese but there isn't any milk. There are
some eggs and some tomatoes, but there aren't any carrots.
Bolam
자 피망, 양파, 치즈, 계란, 토마토가 있다고 했는데요.

Sam
Mmmmh, maybe an omelette? What do you think?
Bolam
네, ! 'An omelette'오믈렛이죠. Lewis 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설명할 때 쓴 표현을 살펴볼게요. 제일
첫번째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Lewis 가 피망과 양파 앞에 무슨 표현을 썼죠?

There's a pepper and there's an onion.
Bolam
들으셨나요? 'there's'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there is, ~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A pepper, an
onion 처럼 단수 앞에 오는 표현이라 is 를 썼죠. 'there is'를 줄여서 한단어 처럼 말했죠? 'T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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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Yes, so let's practise this together. Please repeat after me:
There's a pepper.
There's an onion.
Bolam
좋아요! 이제 Lewis 가 말한 다음 문장을 들어볼게요. 'There's'에 변화가 있었나요?

There's some cheese but there isn't any milk.
Bolam
이번에는 Lewis 가 여전히 'there's'를 썼는데요. 앞에 'some' 약간의 라는 뜻의 단어를 ' cheese'앞에
붙였네요. 치즈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서 앞에 some 을 붙인 것입니다.

Sam
So we can't say 'a', like with 'a pepper' or 'an onion', and when you pronounce 'some' you
usually say it very quickly. Let's practise together – repeat after me.
There's some cheese.
Bolam
다음으로는 Lewis 가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isn't' 뒤에 any 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인 'milk'를 썼습니다.

Sam
Exactly! Let's practise that – repeat after me:
There isn't any milk.
Bolam
마지막으로 Lewis 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단수를 썼나요? 복수를 썼나요?

There are some eggs and some tomatoes, but there aren't any carrots.
Bolam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Eggs', 'tomatoes', 'carrots' 모두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표현에 변화가 생겼죠.

Sam
Yes, we change 'is' to 'are', but we still use 'some' and 'any'. Let's prac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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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eggs.
There aren't any carrots.
Bolam
Thanks, Sam. 자 이제 배운 것 복습해볼게요. An egg 계란이 여러분 냉장고에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잠시 후 Sam 의 대답과 비교해보세요.

Sam
There's an egg.
Bolam
Did you say the same as Sam?
자 이제 냉장고에 'onions' 양파가 없다고 말해볼게요. 양파는 셀 수 있는 명사죠? 'there isn't any'
라고 할까요 'there aren't any'? 라고 할까요? 잠시 후 Sam 의 대답과도 비교해보세요.

Sam
There aren't any onions.
Bolam
Well done! 마지막으로 Sam, 이 표현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 설명할 때만 쓸 수 있나요?

Sam
No, absolutely not! You can use them to talk about what's in your town or city, what's in
your room, even what's in your bag! So practise today!
Bolam
다음시간에도 How do I 에서 만나요. Bye, everyone.

Sam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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