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English in Action
Gerund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in Ac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hil과 함께 할게요. Hello Phil.

Phil
Hello everyone!
Bolam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Phil
To look at the language that we use to talk about activities, I asked people about what makes
them happy, excited and bored.
Bolam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Phil
Well, first I asked Jiaying.
Jiaying
Well watching my favourite football team win makes me happy. Meeting old friends makes
me excited. Listening to teachers makes me bored.
Phil
I definitely prefer football to school as well! Is there any language to look at there?
Bolam
네. Jiaying은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모두 동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했네요. 동명사는
모두 ing로 끝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나온 동명사 예로는 ‘watching’, ‘meeting’
‘listening’이 있었습니다.

Phil
Thanks, now let’s see what Sia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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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n
I love being outside! Swimming in the sea makes me happy. Snowboarding in the mountains
makes me excited. It’s so much better than going to work. Sitting on a train for ages makes
me bored.
Phil
I had to speak to Sian before she headed off to the mountains. Again! Anyway were there
lots of gerunds for activities there?
Bolam
네. 몇가지 활동이 나왔네요. 수영하기, 스노우보드타기, 앉아있기 등 마찬가지로 모두 -ing로
끝났죠? 하지만 동명사로 쓰더라도 활동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Phil
Really? What do you mean?
Bolam
말그대로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어떤 동사로든 동명사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eing outside 여기서는 be동사를 동명사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go 가다 도 특정
활동을 가르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동사들도 모두 동명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Sian은
여기서 going to work 일하러 가는 것 이렇게 썼죠.

Phil
Thanks, let’s see what Tom has to say.
Phil
What do you love doing Tom? What makes you happy?
Tom
Cycling makes me happy, I love going really fast on my bike. In fact, going fast on my bike
makes me excited!
Phil
Ok, so what don’t you like doing? What makes you bored?
Tom
I hate waiting, I just don’t like it! Queuing up for things, for example, makes me really bored!
Phil
Getting people to talk about what they like is easy – any more ger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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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네. Phil이 금방 getting 이라는 동명사를 써주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cycling’, ‘going’, ‘waiting’
‘queuing’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동명사를 사용해 의문문도 당연히 만들수 있겠죠? – 'What
do you like doing?' 이렇게요.

Phil
Thanks, now let’s see how much you can remember with this test! If I want to feel happy, I
listen to loud music. If I want to feel excited, I go to a concert. If I want to feel bored, I do
nothing. How can I say this using gerunds?
Bolam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hil은 행복해 지고 싶을 때 음악을 크게 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나고 싶을 때는 콘서트를 가고 지루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동명사를 사용해서
한 번 말해보시겠어요?

Phil
Ready?
Bolam
준비되셨죠?

Phil
Listening to loud music makes me happy. Going to concerts makes me excited and doing
nothing makes me bored.
Bolam
여러분 모두 맞추셨나요? Phil이 listening to loud music 음악을 크게 듣는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going to concerts 콘서트 가는 것이 나를 신나게 한다. 그리고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를 지루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맞추셨죠?

Phil
If you got that, that’s brilliant. OK, talking and presenting radio programmes makes me
hungry. So let’s finish so I can get a sandwich.
Bolam
오늘은 자신을 행복하게, 신나게, 그리고 지루하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얘기하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동명사를 사용해서 수영하기, 스노우보드타기, 서핑하기 등과 같은 표현을
말해보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being이나 going 같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English in Action에서 같이 공부해요 바이!

Phi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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