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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 Action
Present Continuou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Kee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ee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 말할 때나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 함께할 Phil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Phil!

Phil
Hi Kee and hello everyone
Kee
제가 평소에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필은 여기에서 정확히 무슨일을 하세요?

Phil
Ah, good question…I write programmes, I present programmes and I make things for our
facebook page as well….
Kee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럼 오늘은 무슨일을 하셨나요?

Phil
Well, today I’m asking all the other people in the office about their jobs. Let’s start with Sian.
Sian:

Hi, I’m Sian and I make programmes for Thailand. Right now I’m learning a bit
of Thai that I can use in the next programme.

Tom:

Hi everyone, I’m Tom I present programmes for India… but I also have to
check people’s work as well. In fact, I’m checking Kee’s work right now.

Phil
So what interesting language was there….
Kee
네 두가지 다른 문장이 있었는데요,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Phil
So, tell me about the present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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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단순 현재 시제는 주로 변하지 않는 진리나 습관들, 그리고 평소에 하는 일 등을 말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Sian이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할 때, “I make programmes for Thailand” 라고
말했고 Tom은 ‘I present programmes for India’ 라고 말했어요. 두 분다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
말했죠.

Phil
So, present simple for habits and things that are always true…. We make programmes for
Korea. What about the present continuous?
Kee
네 우선 현재 진행형의 구조는 is, am, are와 같은 be동사와 learning, checking 같은 일반동사의
ing 형태를 붙인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조금 전 Sian이 “I am learning a bit of Thai” 나는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말은 Sian이 태국어를 매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할 당시에 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도 ‘I’m checking for any mistakes in the Korean pages’ 나는
한국어 페이지에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사용한 것이죠.

Phil
Ok, let’s hear from someone else now…
Dan:

Hi, I’m Dan and I do funny things on camera and make people laugh. Right
now I’m writing the script for my next video.

Neil:

Hi, I’m Neil and I’m a team leader. Dan makes videos and I have to check they
are OK. Right now I’m watching his last one, while he’s having lunch.

Phil
While Dan’s having lunch we can talk about him, can’t we….?
Kee
먼저 Dan과 Neil이 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두 분다 ‘do’ ‘make’ 그리고 ‘have to’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 했고, ‘I’m writing’ ‘I’m watch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말하는 당시에 하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Phil
Ok, shall we see what someone else does… and is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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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자 그럼 청취자 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Jia Ying은 어떤 영상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럼 Jia Ying은 어떻게 말할까요? make 만들다, translate 번역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Jiang:

Hi, I’m Jiang, I make pages for our Chinese website. Hello, da jia hao, wo shi
Jia Ying. Today I’m translating some videos into Chinese.

Phil
Did you hear that? Make pages and I’m translating some videos.
Kee
네, 맞아요, make는 매일 하는 일을 말할 때 썼고, 동사의 ing형태인 translating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말한거에요.

Phil
Ok, well right now, we’re running out of time, I think we need to end the show.
Kee
네 하지만 걱정마세요, 저희는 매주 we make these programmes. 그래서 금방 또 올게요. 오늘은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할 땐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니다.
그럼 다음 English in Action에서 다시 만날게요, Bye!

Phi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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