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talk about someone’s appearance?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안녕하세요. ‘how do 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Tom 도
모셔볼게요.

Tom
And, hi everybody! I’m Tom, welcome to today’s episode of 'How do I'.
Bolam
오늘은 외모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mother 어머니와
boyfriend 남자친구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대화를 듣고 이 중에서 누가 blonde
hair 금발인지 한 번 맞춰보세요.

Dan: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Sian: He's tall and has short, blonde hair.
Dan: What does your mother look like?
Sian: She's quite short and has long, dark hair.
Bolam
이해하셨나요? 첫번째 사람의 남자친구 머리가 short, blonde hair 짧고 금발이라고 했습니다.

Tom
So, let’s begin today’s lesson on appearance!
Bolam
여기서 ‘look like’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모가 어떠한지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죠.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Do’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does’?

Tom
Let’s listen again to find out!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What does your mother look like?
Bolam
이해하셨나요? 여기서는 ‘does’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do 의 3 인칭 단수형이죠.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가 he 그남자, she 그녀, it 그것일 경우 꼭 does 를 사용해야합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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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와 have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Be 동사의 어떤 형태를 썼죠?

He's tall and has short, blonde hair.
She's quite short and has long, dark hair.
Tom
They say ‘he’s’ or ‘she’s’. The speakers are using the short form of ‘is’.
Bolam
주어가 삼인칭 이니까 be 동사도 3 인칭 당수형인 is 를 사용해서 키를 설명하고 있네요. Be 동사를
써서 나이, 체형 등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Tom
The first speaker says ‘he’s tall’. The second speaker says ‘she’s quite short’.
Bolam
네 맞습니다. Tall 크다 는 short 작다의 반대말이죠. Quite 는 not very 그다지~ 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Quite short 라고 하면 short 작다라는 말을 조금 덜 강하게 만들 수 있죠.
그게 다가 아니죠 또 have 를 사용해서 머리의 길이, 색깔 그리고 눈 색깔 같은 얼굴의 특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have 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He's tall and has short, blonde hair
She's quite short and has long, dark hair.
Bolam
네 여기서도 have 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설명했네요. 3 인칭 단수인 he, she, it 과 함께 사용할 때
have 는 has 가 되죠? 그리고 참고로 hair 머리카락은 셀수 없는 명사 이므로 a 와 함께 쓰지 않는것도
기억해주세요.

Tom
OK! Now, time to practise!
Bolam
먼저 아주 신난 이분의 말을 들어볼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Hey! I’m so happy! I have a new boyfriend!
Bolam
오~ 남자친구! 그럼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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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You could also say ‘what does he look like’?
Bolam
Did you say the same 이제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답해볼까요?? ‘is’와 ‘have’를 사용하는 것
잊지마세요.

What does your best friend look like?
Bolam
잘하셨습니다.

Tom
Great! So, now you know how to describe appearance, practise with some of your
friends!
Bolam
다음시간에도 how do I 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는 것 잊지마세요. 바이

To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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