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English in Action
'Will' future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Kee
여러분 안녕하세요. English in Ac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해주실 Phil 부터 모셔볼게요. Hello
Phil~

Phil
Hello everyone!
Kee
Phil, 사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정하지를 않았어요.

Phil
Really? Erm… I know we'll talk about the plans for our summer party.
Kee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Phil
So I suggested a barbecue – always great in the summer… Sam wasn't so sure.
Sam
It's a nice idea, but you're not allowed to have barbeques in the park, and they're not good
for vegetarians – we could have a picnic instead.
Tom
Great idea! I'll ask people what they like, and then I'll go and buy some food.
Phil
So, maybe we'll have a picnic. Will you tell us about any language points there?
Kee
네, Tom이 쓴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Tom이 ’I'll ask' 물어보겠다 라고 말한 뒤, 'I'll go'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ll’은 I will의 축약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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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And when do we use I will, or 'I'll'?
Kee
네, I will 또는 I'll 이라는 말은,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 Tom은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Sam이 제안을 하고 나서, 그때 음식을 사러 가기로 결정했었죠.

Phil
Anything else to look at?
Kee
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could’를 사용하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Sam이 'We could have a
picnic' 가볍게 소풍 가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었습니다.

Phil
Ok, thanks. Let's hear more about the plans for the picnic.
Sian
Picnics are great, but have you seen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It's going to rain all
day.
Sam
Oh no, well we could go out for a meal instead. I'll call the Korean restaurant – it's really
good. Tom… you won't have to buy any food now.
Phil
I won't plan anything without checking the weather again… any language to look at?
Kee
네, 제안하는 표현으로 다시 ‘could’가 나왔는데요, 'we could go out for a meal' 외식하는 건 어때?
그리고 지금 결정했으므로 I'll을 사용해서 ‘I'll call' 내가 전화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부정문도 있었는데요, 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는 줄여서 ‘won’t’가 됩니다. 그래서 'you won't
have to buy any food now'. 지금 음식을 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Phil
Ok, so let's get back to the meal out at the Korean restaurant.
Sam
Hi guys, bad news – the Korean restaurant is fully b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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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Oh, no… we could try the Indian restaurant. Will you call them to check if they have a
table?
Sam
I'm really busy, but ask Sian. She'll be able to call them.
Phil
So it looks like we'll go to an Indian restaurant now, any language to look at?
Kee
네, 여기에서는 의문문과 3 인칭 단수형이 들어간 표현이 있었습니다.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와
will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요, 그래서 'You will call' 이라는 문장은 you와 will을 바꿔서 Will you
call? 당신이 전화를 할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will은 조동사라서 3 인칭 단수형과 쓰여도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she'll be able to call them'. 그녀가 그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hil
Great, so let’s try a test – Sian called the restaurant, it's fully booked, but she found out that
there's a table at her favourite Thai restaurant. Sian is going to suggest that we go to the
Thai restaurant and she's going to tell me that she can send a message to everyone to let
them know. What does she say?
Sian
We could go to my favourite Thai restaurant. I'll send a message to tell everyone.
Kee
네, 들으셨나요? 'we could go', 'I'll send' 그리고 'I'll tell' 이렇게 말했네요.

Phil
Well done if you did! Time's up. I'll stop now.
Kee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안할 때 could를 사용한다는 점과 즉흥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will’을
사용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English in Action'에서 더 다양한 표현으로 만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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