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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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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n 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Dan 

I can be really indecisive, but I made up my mind to go travelling. I've been thinking about 

travelling for some time, and I've decided to spend a month in Brazil. I can't wait! 

 

Bolam  

네 그럼 Dan 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I can be really indecisive' 

 

Bolam 

 I can be really indecisive 나는 아주 우유부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우유부단한 면도 있다 

라는 뜻인데요 I can be 나는 ~~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면에 대해 말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ndecisive 는 우유부단한 이런 뜻으로 decisive 결단력 

있는 이 단어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in 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an 이 romantic 해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can be romantic'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Dan 이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까요? 

 

‘but I made up my mind to go trav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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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But I made up my mind to go travelling' 나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했네요. 여기서 make 

up my mind 마음을 먹다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to 부정사를 뒤에 써줍니다. Dan 은 to go travelling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네요. 

 

또 Dan 이 헬스장 다니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I made up my mind to quit the gy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made up my mind' 또는 'made my mind up'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도 쓸 수 있습니다. 

 

Dan 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I've been thinking about travelling for some time.’ 

 

Bolam 

무언가를 생각해왔다 고민해왔다 라고 말할 땐 'I've been thinking about' 이렇게 말하고 뒤에 명사나 

ing 동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Dan 이 'travelling' 여행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다고 했는데요. 얼마 

동안 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Some time 이라고 얘기했죠?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Dan 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한동안 고민 중이다. 라고 말하려면 

'I've been thinking about learning Korean for some ti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Dan 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ve decided to spend a month in Brazil. I can't wait!' 

 

Bolam 

Dan 이 I've decided to spend a month in Brazil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I’ve decided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an 은 to spend a 

month in Brazil 브라질에서 한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Dan 은 I can’t wait 

이라고 했죠? 기다릴 수 없다 바로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기대된다! 못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Dan 이 Africa 로 여행가기로 결정했고 너무 기대된다 라고 말하려면 

'I've decided to travel to Africa. I can't wai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Dan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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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I can be really indecisive, but I made up my mind to go travelling. I've been thinking about 

travelling for some time, and I've decided to spend a month in Brazil. I can't wait!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최근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make your mind up 결정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decided to do something? 

너무 indecisive 우유부단해지지는 마세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많은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