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Talk about future arrangement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안녕하세요. ‘How do 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Phil 과 함께 할께요.

Phil
Hello, everybody. Welcome!
Bolam
오늘은 미래의 계획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들어볼게요. 이해하지 못해도 걱정 하지 마세요. 저희가 조금
있다 도와드릴게요. 일단 누가 아무 계획이 없는지 들어보세요.

Inserts
What are you doing tomorrow?
I'm having lunch with my mother.
I'm going to work as usual.
I'm not doing anything. It's my day off.
Bolam
들으셨나요? 네 마지막 사람이 아무 계획이 없었죠. 그럼 Phil 여기서 나온 표현을 살펴볼까요?

Phil
Yes, let’s have a look!
Bolam
이 모든 문장에서 사람들이 미래 계획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시제를 사용했나요? 그럼 먼저
질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nsert
What are you doing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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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주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사용했죠 – what are you doing? 하지만
미래의 계획을 말할 때에도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il
OK, let’s quickly practise the pronunciation together! Notice that when we say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e pronounce 'are' as 'uh' 'What are you doing tomorrow?'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doing tomorrow.
Bolam
네 좋아요 그럼 이 질문의 첫 번째 답을 들어봐요.

Insert
I'm having lunch with my mother.
Bolam
자신의 계획을 말할 때는 be 동사의 am 을 사용하고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서 I am havi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I am 은 주로 축약해서 I'm 이라고 말합니다.

Phil
OK, Let’s practise the pronunciation again. Notice how we say 'I am' as 'I'm'. Repeat after
me: I'm having lunch with my mother.
Bolam
자 그럼 다음 사람의 답을 들어봐요.

Insert
I'm going to work as usual.
Bolam
네 이 분도 I'm 이라고 하고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서 I'm going 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들으신
as usual 이란 표현은 자신이 자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Phil
And let’s practise the pronunciation together. Notice how 'to' in 'going to work' sounds like
'tuh' Repeat after me: I'm going to work as usual.
Bolam
자 그럼 아무 계획이 없었던 마지막 사람의 말을 들어볼까요?

Insert
I'm not doing anything. It's my day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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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네 'not doing anything'아무도 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be 동사
다음, 즉 I'm 다음에 not 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계획은 없지만 it's my day off 일을 안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Phil
When you can say 'I'm not doing anything' remember that it's important to stress the 'not'.
Repeat after me: I'm not doing anything.
Bolam
Thanks, Phil 자 그럼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해봐요.
먼저 여러분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할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영화를 보다는
see a film 입니다. 그 후에 Phil 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보세요.

Phil
I'm seeing a film at the cinema.
Bolam
Did you say the same? 이 표현을 똑 같은 의미로 I'm going to see a new film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누군가에게 오늘 저녁 this evening 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Do 동사를 사용해봐요. 그 후에 Phil 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보세요.

Phil
Are you doing anything this evening?
Bolam
Did you say the same?
Phil
Well done! Now you know how to talk about future arrangements!
Bolam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께요. Are you practising English this week? Bye!

Phi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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