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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od 

The idea of comfort food is exactly what it sounds 

like. It is food that gives you a feeling of comfort 

when you eat it.

• what - like = how

That’s because you associate it with positive 

feelings or happy memories. It may be a dish that 

your mom used to prepare for you when you weren’t 

feeling well. 

It could be something that your family enjoys eating 

to celebrate a traditional holiday. Or maybe it’s just a 

snack that you and your friends like to treat 

yourselves to after a difficult day at school. 

But no matter what it is, you almost always feel better 

after you eat it because comfort food relieves stress 

and promotes positive feelings.

Chicken soup is a common comfort food that can be 

found across many cultures. As you have probably 

guessed by now, it’s hard to give specific examples 

of comfort food that everyone would agree on. 

That’s because the way we feel about comfort food 

is not based on objective facts; rather, it comes 

from subjective things such as our emotions and 

memories.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Comfort food

comfort food의 개념은 정확히 그 말 그대로이다. 

그것은 먹었을 때 안정감을 주는 음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음식에 긍정적인 감정이나 

행복한 기억을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이 음식은 여

러분이 아플 때 어머니가 해 주시곤 했던 음식일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즐겨 먹는 

음식일 수도 있다. 혹은 그저 여러분과 친구들이 학

교에서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고 즐겨 먹는 간식거

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것을 먹

고 난 후 항상 기분이 더 나아진다. comfort food

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촉진시

키기 때문이다.

닭고기 수프는 여러 문화에 걸쳐 나타나는 흔한 위

로 음식이다.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짐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comfort food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comfort food에 대해 느끼는 방

식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과 같은 주관적인 것에 근

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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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on’t think of something as comfort food just 

because it’s healthy and nutritious. In fact, it might 

even be junk food that is not good for our health.

It’s easy to see why comfort food would vary from 

culture to culture, from family to family and even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nd not surprisingly, the things we regard as comfort 

food may change as we grow older.

Surveys about Comfort Food

   

Although it’s not possible to define comfort food in 

an objective way, it is possible to collect some 

objective data about it by surveying people. In fact, 

several su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one study,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but 

instead of asking them what they eat as comfort 

food, the researchers asked them why they eat 

comfort foo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are four 

reasons people eat comfort food:

1. It brings back good memories.

2. It satisfies a desire to eat something specific.

3. It’s convenient.

4. It actually makes them feel better physically.

 

번역

우리는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거나 영양이 풍부하

다고 해서 comfort food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comfort food는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좋

지 않은 정크푸드일 수도 있다. 

comfort food가 왜 문화마다, 가족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comfort food라고 생각하는 

음식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도 있다.

Comfort food에 관한 조사

comfort food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않지만, 사람들을 조사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객

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그런 

몇 건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연구원

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comfort food로 먹는지 물어

보는 대신, 왜 comfort food를 먹는지 물어봤다. 

조사의 결과는 사람들이 comfort food를 먹는 데

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여 준다.

1. 그것은 즐거운 기억을 되살린다.

2.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킨다.

3. 그것은 간편하다.

4. 그것은 실제 신체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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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American study compared the types of 

comfort food chosen by gender and age. 

It found that men generally prefer warm dishes that 

would be served as a meal, such as steak or soup, 

while women tend to prefer snacks like chocolate or 

ice cream.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It also found that younger people are much more 

likely to eat sweets such as cookies, cake and ice 

cream, than older people. 

Studies also show that men generally eat comfort 

food for positive reasons, such as a reward for a 

long but satisfying week, while women eat it as a 

response to negative or stressful situations.

Examples of Comfort Food in Certai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merica is such a mixture of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hat it’s hard to name just one or two items 

as traditional comfort food. 

However, high on the list of comfort food enjoyed by 

Americans of any cultural background are pizza, hot 

dogs and spaghetti. Americans’ preferences for 

comfort food often change with the seasons.

번역

미국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별로 

선택된 comfort food의 종류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나 수프와 

같이 식사로 나오는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에, 여자들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거

리를 선호함을 밝혔다. 

또 어린 연령층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연령층의 사

람들보다 쿠키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

을 먹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길
지만 만족스러웠던 한 주에 대한 보상과 같은 긍정

적인 이유로 comfort food를 먹는 반면에, 여자들

은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반응하여 

comfort food를 먹는다고 한다.

특정 나라들의 Comfort food의 예

미국

미국은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

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음식만을 전통적인 

comfort food로 꼽기 어렵다. 

하지만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comfort food의 목록에서 위쪽에 있는 음식

은 피자, 핫도그, 스파게티이다. 미국인의 comfort 

food 선호도는 보통 계절에 따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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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 pie is popular during the fall and winter 

holidays, and ice cream is a big hit in the hot summer 

month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ese countries have certain types of comfort food in 

common. Meat pies and sausages are popular, as is 

fish and chips. The British like to spread some 

Marmite on bread. Australians love a similar kind of 

spread called Vegemite.

Japan

Miso soup is popular with Japanese people of all 

ages. It is made with fermented soybean paste and is 
발 효 된

almost always present on the breakfast table or on 

the side with Sushi. Ramen and Oden are also 

Japanese favorites.

China

The Chinese love warm soups with noodles; 

steamed dumplings called Baozi are another 

inexpensive but delicious favorite. Also, bitesized 
한 입 크 기 의

Dim sum treats are loved equally by the Chinese 
대 접

themselves and foreign visitors.

번역

호박 파이는 가을과 겨울의 휴가철에 인기 있고, 아

이스크림은 더운 여름에 매우 큰 인기를 누린다.

영국과 호주

영국과 호주는 몇 가지 공통된 comfort food를 가

지고 있다. 피시 앤 칩스만큼이나 고기 파이와 소시

지가 인기 있다. 영국인들은 Marmite를 빵에 발라 

먹는 것을 좋아한다. 호주인들은 이와 비슷한 

Vegemite라는 빵에 발라 먹는 음식을 좋아한다.

일본

미소국은 모든 연령층의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

다. 이것은 발효된 콩 반죽으로 만들어지고, 아침상 

위에, 또는 초밥 곁에 거의 항상 놓여 있다. 라면과 

어묵 또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중국

중국인들은 면을 만 따뜻한 국을 좋아하며, 바오쯔

라고 불리는 찐 만두 역시 싸지만 맛있는, 중국인들

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또한 한 입 크기의 딤섬은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사랑받는다. 

�4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6. 12.

실용영어2(능률찬) 7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orea

One of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types of 

comfort food is Korean Bibimbap. 

It is made with rice and a variety of vegetables, 

topped with some red pepper sauce and served in a 

big bowl. 

Often, some beef and a fried egg are added. It’s not 

only good for you but is also fun to eat because you 

get to mix everything together yourself. 

Another Korean favorite that is particularly popular 

with schoolgirls is Tteokbokki. 

It is made with small rice cakes that are stir-fried in a 

spicy sauce. 

Nowadays, Korea has become more international, 

so Koreans also enjoy many of the same kinds of 

comfort food as Americans, Chinese and Japanese 

people. 

한국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comfort food 중 하

나는 한국의 비빔밥이다. 

이것은 밥과 다양한 야채로 만들어지고, 고추장을 

얹어 큰 그릇에 제공되는 음식이다. 

종종 쇠고기와 달걀부침이 추가된다. 이것은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먹는 재미도 있는데, 모든 재료를 

직접 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국인들이 좋아

하는 또 다른 음식은 떡볶이이다. 

이것은 매운 소스에 볶은 작은 떡으로 만들어 진다. 

요즘 한국이 더욱 국제화되어, 많은 한국인들은 미

국인, 중국인 혹은 일본인들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comfort food로 즐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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