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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 Action
Future Prediction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Kee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맞고 있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2050 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런던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화를 나눠보고, 그 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Phil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Phil!

Phil
Hello Kee! And hello to our listeners.
Kee
Phil 오늘 주제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선데요, 그럼 Phil, 2050 년 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2050 년쯤 이면, 우리 모두 각자 로보트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Phil
Well, I’ve got my own ideas… but I’m really interested to hear what people here in London
had to say so I asked this question.
“How do you think the world will be different in 2050?”
Voice 1:
Voice 2:
Voice 3:

I think it will be hugely different, I think you will be roll-up screens and sort of
lay them out flat on tables like you’ll be able to read a newspaper from a
screen.
I think that by 2050, well we’ll see more electric cars on the roads.
Yes, driverless cars, everything it’s going to be pretty sweet.

Phil
These first responses are all about technology… we’ll see electric cars, driverless cars – it
was more about cars than robots though Kee, I’m afraid.
Kee
네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roll-up screen 둘둘 말 수 있는 화면이라는게 기억에 남네요 – 이런게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 재밌을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서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죠 ‘Will’ 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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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Yes, and the first person also said ‘you will be able to read newspapers from a screen’.
Kee
네 맞습니다… 그리고 Will 을 사용해서 it will be hugely different 세상이 hugely 엄청 달라질 것
같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pretty sweet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Phil
Not everyone thought things were going to be pretty sweet though. Listen to these answers.
Voice 1:
Voice 2:

I think robots will be doing jobs that are currently done by people and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all the people who don’t do those jobs, how they fill
their time when they don’t have those jobs.
… only concern about that obviously is that we stop talking to each other
and that everyone’s down texting each other, messaging and not
communicating.

The good news Kee is someone mentioned robots; the bad news is that they are going to
take your job.
Kee
네 로보트가 다 좋을순 없죠. 여기서 Will 이 또 나오네요 I think robots will be doing 내
생각에는 로보트들이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will be ing 미래 진행형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대신 하게되면 사람들이 fill their
time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하다고 했네요. 그리고 두번째 분도 concern 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특히 not communicating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So Phil, is the future going to be all bad?
Phil
Well, some people are worried.
Voice 1:

God knows! I do worry about it for my children’s sake. Feels like we’re in a
definite time of flux and the future feels very uncertain, I guess

So not everyone’s looking forward to it…. He’s very worried by the uncertainty.
Kee
네 이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네요. 처음에 ‘god knows’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아무도 알수없다 라는 말이죠. 다음에 For his children’s sake 아이들을 위해서 I do worry
걱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Future feels very uncertain 미래가 불확신하다고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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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Well, let’s hope it doesn’t turn out too bad…. If it does, I’m going to roll up my TV, get in
my driverless car and spend a day not talking to anyone….. except my robot.
Kee
저는 왠지 모르게 그래도 로보트가 갖고 싶네요. 자, 런던에 계신분들은 미래에 기술
technology와 관련된 변화가 많을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will 을 사용한
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for children’s sake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한 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English in Action 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청취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Phil?

Phil
안녕히계세요

Kee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English in Action
bbclearningenglish.com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Page 3 of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