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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n 이 자신의 

일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Dan 

I'm responsible for making videos. I have to deal with problems when things go wrong, but I 

enjoy solving problems. I love my job, but I don't enjoy running meetings. 

 

Bolam  

네. 제일 처음 Dan 이 뭐라고 했나요? 

 

‘I'm responsible for making videos.' 

 

Bolam 

여러분이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할 때 'I'm responsible for' 나는 ~에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한 뒤 무엇을 하는지 적어주면 되는데요. 뒤에오는 동사는 동명사 형태로 옵니다. Dan 은 

making videos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는 대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려면 

'I'm responsible for writing scrip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Dan 이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들어볼까요? 

 

‘I have to deal with problems when things go wrong.' 

 

Bolam 

Dan 이 deal with problems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Deal with 는 다루다, 보통 문제 

등을 처리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Dan 이 언제 문제를 처리해야한다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맞아요 'when things go wrong'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라고 했죠. 여기서 go wrong 잘못되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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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인데요. 계획한 것과 다르게 일이 풀릴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형으로 went wrong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불만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라고 말하려면 

'I have to deal with complaints when things go wro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Dan 이 자신의 일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들어볼까요? 

 

‘But I enjoy solving problems.’ 

 

Bolam 

Dan 이 'I enjoy solving problems' 라고 했죠. 'Enjoys solving problems' 문제 해결하는 것을 즐기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게 좋은지 설명할 때 동사 enjoy 즐기다 라는 동사를 쓰고 그 뒤에 

즐기는 것을 동명사로 써주면 됩니다.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는 뜻인데요. 

Problem solving 문제해결 이렇게 명사형태로 만들어줄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하려면 

'I enjoy working with my colleagues.' 

 

그리고 나는 문제 내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하려면? 

'I enjoy writing quizz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Dan 이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볼까요? 

'I love my job, but I don't enjoy running meetings.' 

 

Bolam 

Love my job 나의 일을 좋아한다 라고 했네요. Dan 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중에 Dan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도 있네요. 바로 running meetings 회의를 여는 것인데요. 

Run 뭔가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run meetings 회의를 열다, 

run business 사업을 운영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하려면 

'I enjoy running yoga classes.' 

 

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라고 하려면 

'I don't enjoy running my restauran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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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이제 Dan 이 한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볼게요. 

 

Dan 

I'm responsible for making videos. I have to deal with problems when things go wrong, but I 

enjoy solving problems. I love my job, but I don't enjoy running meetings.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deal with 처리해야하나요? 일이 go wrong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기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run meeting 회의를 열기도 하나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표현과 함께 English Matters 에서 또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