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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018년 10월 17일 영어 영작 주제: 고기섭취

관련 어휘표현: 관련 어휘를 참조하여 아래의 영작 과제를 해결하세요.

sucker for ~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a sucker for) a person especially susceptible to or 
영 향 받 기 쉬 운

fond of (a specified thing)

butcher's shop 정육점
butcher: a person whose trade is cutting up and 
selling meat in a shop.

marinate meat 고기를 양념에 재워 두다
marinate: soak (meat, fish, or other food) in a 
marinade

ready-made 이미 만들어져 있는

season meat 고기를 양념하다
season: add salt, herbs, pepper, or other spices to 
(food)

fried chicken 프라이드치킨

have something delivered ~을 배달시키다

pair well with ~과 잘 어울린다 pair: join or connect to form a pair

main ingredient 주재료

chicken breast 닭 가슴살

treat someone to ~에게 ...을 대접하다
(treat someone to) provide someone with (food, 
drink, or entertainment) at one's own expense

on the pricey side 비싼 편인 pricey: expensive

on occasion 때때로
on occasion (or occasions):occasionally; from 
time to time: on occasion, the state was asked to 
intervene.

an acquired taste (익숙해져서) 좋아하게 된 것

specialize in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chewy mouthfeel 쫄깃한 식감
mouthfeel: the physical sensations in the mouth 
produced by a particula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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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영작과제: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을 최대한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영작연습: 이제 고민한 부분을 영어로 써보세요.

육류를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다. 보통 고

기에 양념을 해서 먹는다. 요즘에는 각종 양념이 워낙 잘 출시되어 있어서, 고기에 버무려서 조리하기만 하면 된다. 닭고기

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보통은 프라이드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 맥주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다. 마트에서 닭을 통째

로 사서 그것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탕을 끓여 먹을 때도 있다. 닭 가슴살을 야채와 함께 먹기도 한다. 때로는 특별하게 스

테이크를 먹기도 한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이따금 먹는다. 오리고기도 맛을 알게 되면서 가끔 먹는 편이다. 오리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가서 먹는데, 오리고기 특유의 쫄깃한 맛이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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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예시정답: 간단히 자신의 영작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분석과 추가 자료는 추후에 제공됩니다.

Talk about how often you have meat.

I am a sucker for meat. I often pick up pork or beef at the butcher's shop and cook it at home. I 

usually marinate the meat. There are so many ready-made marinades on sale these days. All I 

need to do is season the meat and cook it. I also like chicken a lot. Most of the time, I order fried 

chicken and have it delivered. It pairs well with beer. Sometimes, I buy a whole chicken at the 

supermarket and use it as the main ingredient for a soup. I eat chicken breast with vegetables, 

too. Sometimes, I treat myself to a steak. Steaks are on the pricey side, but I still enjoy them on 

occasion. Duck is an acquired taste that I also eat sometimes. I go to a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duck. I like the chewy mouthfeel of the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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