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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on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쇼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말 계획에 대해 알아 보고, 그 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채승훈입니다 그리고 기환쌤을 모시겠습니다. 

 

Kee 

Hello Seunghoon! And hello to our listeners 

 

Seunghoon 

오늘은 런던 시민들의 주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Kee 

No big surprises. Some people doing some fun things and others just didn’t have much 

planned. 

 

Seunghoon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Kee 

Okay, I asked one simple question, and it was…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These people were all going out having fun. 

 

Question: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Voice 1:  Tonight I'm going to see some bands play at a show at the O2 and then 

relaxing for the rest of it. 

Voice 2: I am going to play a concert at the weekend. 

Voice 3: I’m going to watch football. 

 

Kee 

See, they seem to be doing fun stuff, don’t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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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on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I’m going to…’ 입니다. 확정된 계획을 얘기할때에는 ‘I’m going to’ 라고 

말한 후에 그 계획을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see some bands’ 밴드를 볼 계획이다, 두 

번째 사람은 ‘play a concert’ 콘서트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분은 ‘watch football’ 축구를 

볼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Kee 

And since I made plans to watch a movie, I can say ‘I’m going to watch a movie’. 

 

Seunghoon 

And I’m going to meet my friends. 

 

Kee 

Very good! Okay, we found quite a few people who were going to visit their family. 

 

Voice 1:  I’m going back to Belgium to visit my family and friends. 

Voice 2:  I'm going to meet up with my sisters and have afternoon tea for my birthday. 

Voice 3: I am going to my mum's for Sunday lunch. 

 

Seunghoon 

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네요. 첫 번째 사람은 ‘I’m going back to Belgium’ 벨기에로 

돌아가서 ’to visit my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분은 주말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Kee 

That’s right, so we can say ‘I’m going to visit my family this weekend’ or ‘I’m visiting my 

family this weekend’ – both talk about planned future events. 

 

Seunghoon 

네 맞습니다 두 표현 다 확정된 계획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분은 가족을 ‘meet up with’ 

만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날 계획이 있을 땐 ‘meet up with’ 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분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했죠 ‘I’m going to my mum’s’ 어머니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unday lunch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고 핬어요. Sunday Lunch 는 중요한 영국 전통이죠? 

 

Kee 

That’s right, and it usually involves roasted meat, potatoes and other things like Yorkshire 

pudding, and generally lunch with the whole family. 

Now the final person I want to introduce is a mother of a young baby. 

 

Voice 1: Well, I've got a five month old baby so I'm just going to be staying at home 

and feeding her and changing her, I'll probably have a nice meal on Saturday 

night that I'll cook, but just taking i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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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that just goes to show, mothers are the same all over the world. 

 

Seunghoon 

네 맞아요 전세계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오 5 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staying at home’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집에서 ‘feeding’ 

아이를 먹이고 ‘changing’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엔 ‘I’ll probably have a nice 

meal’ 아마도 맛있는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Will’ 입니다. 아주 

확정 된 계획이 아닐 경우에는 ‘Will’ 을 사용해서 ~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Kee 

Yes absolutely, and that’s why she used the word ‘probably’ because she’s still undecided. 

 

Seunghoon 

네 맞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probably’ 아마도 라고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aking it easy’ 주말에 쉴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Kee 

I think I’m going to take it easy this weekend. But I will probably do some house chores as 

well. How about you Seunghoon?  

 

Seunghoon 

Well I’m planning to go to a wedding.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정 된 계획을 이야기 할때에는 ‘I’m going to’ 

아니면 be 동사 와 –ing 형태의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미래를 얘기 할 

때에는 ‘will’ 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English in action 에서 뵙겠습니다. 

 

Kee 

Goodbye everyone! 

 

Seunghoo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