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How do I make prediction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안녕하세요. How do I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Sam 과 함께할게요.

Sam
Hello, everyone!
Bolam
오늘은 어떤 일을 예상하고 그 예상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 얘기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두사람이 몇시에 ‘be home’ 집에 올 것인지 예상하는 대화를 들어봅시다. 알아듣지 못해도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잠시후에 도와드릴게요. 일단 두 사람중 누가 더 확신을 갖고 말하는지
맞춰보세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I'm not sure what my plans are today but I'll be home at ten o’clock, I think.
I always finish work at 5:30 so I'm going to be home at six o’clock.
Bolam
집에오는 시간에 대해 여자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Sam?

Sam
Good question! It all depends on the grammar we use.
Bolam
다시 한 번 들어보고 ‘be home’ 앞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잘 들어보세요.

Insert
I'll be home at ten o’clock, I think.
I'm going to be home at six o’clock.
Sam
Did you hear the difference? The man used 'will' – he said 'I'll' – and the woman used 'be
going to' – she said 'I'm going to' – before the verb 'be'. And which one was more certain?
Bolam
여자가 더욱 ‘certain’ 확신을 가지고 있죠? ‘be going to’를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evidence’ 증거,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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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Yes, and what was the evidence? Let's listen again, this time try to hear why the woman is
more certain and why the man is less certain.
Insert
I'm not sure what my plans are today but I'll be home at ten o’clock, I think.
I always finish work at half-past five so I'm going to be home at six o’clock.
Bolam
그러니까 여기서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I think’ 내 생각에는.. 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들은 ‘will be home at 10:00’ 집에 10 시까지 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시가 될 지는 모르고 그저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always’ 항상 일이 5:30 에 끝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예측의 근거를 댐으로써 ‘going to
be home at 6:00’ 집에 6 시에 갈 것이라는 자신의 예상을 더욱 가능성 높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Sam
So, 'will', or the negative 'won't', if you don't have evidence and 'be going to', or the negative
'be not going to' if you do have evidence. And what happens after?
Bolam
It's simple! 이러한 표현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표현들에서는 ‘be’동사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동사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
Now, let's practise th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I'll be home at 10:00.
I won't be home at 10:00.
I'm going to be home at 6:00.
I'm not going to be home at 6:00.
Bolam
Great! 이제 한 번 시험해볼까요? 창문 밖을 보니 하늘이 어둡고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will’ 을 쓸까요? 아니면 ‘going to’를 쓸까요? 동사는 ‘rain’ 비가 오다..를 쓰고 문장은
‘it’으로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Sam 의 답을 잘 들어보세요.

Sam
It's going to rain.
Bolam
Well done! You needed to use 'going to' because you could see the evidence in the sky.
Well done! ‘going to’ 를 사용합니다. 이 예상에 대한 근거를 하늘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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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또다른 예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be sunny’ 화창하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창문 밖엔
아직도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부정문을 써야겠죠? 잠시 후 Sam 의 답과
비교해보세요.

Sam
It's not going to be sunny.
Bolam
Well done, everyone. Sam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How do I 다음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할까요?

Sam
Yes, absolutely! It's going to happen. See you then, everyone!
Bola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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