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생존영어 SOS

밀가루쌤영어 (www.milgarussem.com)

17강 몇 시인지 말하기
지난 강에서 숫자 세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시간을 말해 봐야겠죠? 이번 강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연습 해 보겠습니다.

나는 2시 45분(3시 15분 전)에 점심을 먹어. I eat lunch at quarter to three.

2시 Two o'clock
2시에 At two (O'clock)

나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I got up at six this morning

‘2시 10분 지났어’와 ‘3시까지 5분 남았어’처럼 영어에서는 past 와 to를 많이 씁니다.
past와 after 지난 것
to와 before는 그때까지

past와 to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3시 15분이야. fifteen minute past three.

2시 45분이야. fifteen minute to three.

15분 a quarter / 30분 half
5시 30분 half past five
7시 30분 half past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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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 half past eight
2시 30분 half past two

2시 45분 a quarter to three
5시 45분 a quarter to six
7시 45분 a quarter to eight
9시 45분 a quarter to ten

읽기 연습

2:15 a quarter past two / two fifteen
3:50 Ten to four / three fifty
3:30 Half past three / three thirty
9:18 nine eighteen
12:20 Twelve twenty
4:45 A quarter to five / four forty five

소리 내어 말하기 연습해보세요.
What time is it?
It's ___.

7:5 seven five / five past seven
8:20 eight twenty
8:50 ten to nine / eight f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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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nine five / five past nine
9:10 ten past nine / nine ten
9:15 nine fifteen / a quarter past nine
9:30 nine thirty / half past nine
9:50 nine fifty / ten to ten
10:5 ten five / five past ten

추가로 시계를 읽는 방법부터 배워 봅시다.
‘한 시’라는 표현은 영어로 ‘one o’clock’ 이라고 합니다. 즉 one부터 twelve까지의 숫자 뒤에
‘o’clock’을 붙이면 시간을 표현하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 one o’clock
두 시 two o’clock
다섯 시 five o’clock
열두 시 twelve o’clock

혹은 맥락이 분명할 경우 ‘o’clock’을 생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시야. It’s one o’clock now. = It’s one now.
이제 ‘시’를 읽는 방법은 알았으니 ‘분’을 읽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분’을 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o’clock’을 생략한 ‘시’ 뒤에 바로 숫자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즉 30분이면 ‘thirty’,
55분이면 ‘fifty-five’ 하는 식으로요.
지금은 한 시 삼십분이야. It’s one thirty now.
지금은 2시 55분이야. It’s two fifty-five now.
지금은 7시 20분이야. It’s seven twenty now.
지금은 12시 43분이야. It’s twelve forty-thre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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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일곱 시에 일어나.’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 볼까요? ‘일곱 시’는 ‘seven’ 혹은 ‘seven
o’clock’이고,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wake up’입니다.

문장의 순서에 맞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일곱 시에 일어나. I wake up seven o’clock. 맞는 문장일까요?
‘일곱 시에’, ‘여덟 시에’ 등 ‘~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 시간 앞에 ‘at’이라는 작은 단어를
붙입니다.

나는 일곱 시에 일어나. I wake up at seven o’clock. 이렇게 해야 정확한 문장이네요.

추가 연습입니다.
나는 7시 30분에 일어나. I wake up at seven thirty.
나는 10시에 조깅을 해. I jog at ten o’clock.
나는 3시 20분에 점심을 먹어. I eat lunch at three twenty.

말하기 공식
숫자 + o’clock
at +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밀가루쌤의 팁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꼭 정확한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시 30분’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일곱시 반’이라고 말할 때도 있죠. 영어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바로
‘반’을 뜻하는 ‘half’와 ‘4분의 1’을 뜻하는 ‘quarter’인데요, 짐작하셨다시피 각각 ‘30분’과 ‘15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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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시 30분에 일어나. I wake up at seven thirty.
나는 7시 반에 일어나. I wake up at half past seven.
나는 2시 반에 점심을 먹어. I eat lunch at half past two.

이번에는 ‘a quarter’를 사용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이 ‘a quarter past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2시 15분에 점심을 먹어. I eat lunch at quarter past two.
나는 2시 45분에 점심을 먹어. I eat lunch at three quarters past two.

이 문장에는 또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2시 45분’을 ‘3시 15분 전’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Past’ 대신 ‘to’를 넣으면 됩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 ‘to’라는 단어는
‘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17강 숙제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넣어 보세요.
(1) 나는 11시에 일어나. I wake up ____ ___________.
(2) 나는 5시 30분에 조깅을 해. I jog ____ _______ _________.
(3) 너는 8시에 아침을 먹어. You eat breakfast ____ _____________.
(4) 너는 9시에 세수를 해. You wash your face ____ _____________.
(5) 너는 9시 20분에 세수를 해. You wash your face ____ _________ _________.
(6) 그녀는 12시 15분에 점심을 먹어. She eats lunch ____ ________ _________.
(7) 그녀는 3시에 운동을 해. She exercises ____ ____________.
(8) 그는 7시 12분에 저녁을 먹어. He eats dinner ____ ___________.
(9) 그들은 12시에 자. They sleep ____ __________.
(10) 그들은 12시 45분에 자지 않아. They don’t sleep ____ _________ 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