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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자녀가 옷을 갈아입을 때, 

입었던 옷을 옷걸이에 잘 걸어두지 않고 바닥 여기

저기에 흩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나서 정리해준다면 자녀는 쉽게 그 버릇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옷걸이에 옷을 걸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Hang 

your clothes.”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창문을 가려라. 

Cover the window.

2. 네 강아지를 한 번 만져보자.

 Let me pet your puppy.

3. 비닐봉지를 닫아라. 

Seal the bag.

4. 그것을 만져라, 그리고 느껴봐라. 

Touch it and feel it.

5. 행주를 짜라.

Wring the cloth.

6. 레몬을 짜라. 

Squeeze the lemon.

7. 문을 잡아 당겨라. 

Pull the door.

8. 테이블에 열쇠 올려 놔라. 

Lay the key on the table.

9. 밥상에다 받침대 올려 놔라. 

Put a pad on the table.

10. 너의 옷들을 걸어라. 

Hang your clothes.

NBA 스타들 기부 행렬
오바마 “경의를 표한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들이 코로나19로 고충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NBA의‘간판스타’스테픈 커리(32·골든스테이트)

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연고지 학생

들에게 무료 음식 제공에 나섰다.

CBS는 16일“커리가 아내 에이샤와 함께 앨러미더

카운티 푸드뱅크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역 학

생들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

다. 코로나19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급식으로 끼니

를 해결하던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돌아본 것

이다.

커리 부부는 이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서“100만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께 기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커리에 앞서‘슈퍼 루키’로 불리는 자이언 윌리엄

슨(20·뉴올리언스)도 지난 14일 30일간 NBA가 리

그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된 시급 

노동자들의 급여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야

니스 아테토쿤보(26·밀워키), 케빈 러브(32·클리블

랜드) 등도 홈 경기장 노동자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아데토쿤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코로나19 사

태는) 농구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 힘든 시기

를 맞아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만들어주는 이들을 돕

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기부 행렬에 나선 

NBA 스타들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오바마 전 대

통령은 열혈 농구팬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매체 보도 링크를 

건 뒤“모든 선수들, 구단주들, 구단들에 경의를 표

한다. 이들은 힘든 시기에 좋은 예시를 정립한 사람

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하

자.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을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

다.”라고 강조했다.

‘마스터스’ 무기 연기에 도박업체 베팅금 환불

전통 깊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마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탓에 무기한 연기되자, 도박업체들이 베팅

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미국 골프채널은 15일 웨스트게이트 등 미국 라스

베이거스의 스포츠 도박업체가 골프 대회 우승자 알

아맞히기 베팅을 운용하지만,“예정된 날짜에서 8일

이 지나도록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베팅은 무효”라

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기한 연기된 마스터스를 대상

으로 한 도박은 무효 처리가 되고 고객이 베팅한 돈

은 모두 환불해야 한다.

웨스트게이트 등은 지난해 4월 타이거 우즈(미국)

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하자마자 2020년 대회 우승자 

알아맞히기 베팅을 시작했다.

웨스트게이트의 골프 고급 단계 배당을 책정하

는 오즈메이커 제프 셔먼은“카지노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 베팅은 앱에서 자동으로 환불된다”

고 밝혔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에서 베팅했을 경우 정해진 절

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즌 첫 메이저골프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의 경제적 가치가 1억달러(약 1천218억원) 이상이라

는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 일간지 오거스타 크로니

클은 15일 오거스타대 제임스 M. 헐 경영대 리처드 

프란자 학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2017년 마스터

스가 오거스타 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1억2천

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올 해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무기 연기됨에 

따라 이러한 특수가 사라지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