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LEARNING ENGLISH 

English in Action 

Phobia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nglish in Action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7 

bbclearningenglish.com Page 1 of 4 

 

 

Presenter A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phobia,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분들이 대화 속에서 어떤 영어 표현을 사용 했는지 알아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기환쌤 안녕하세요   

 

Presenter B 

Hi Seunghoon and hello everyone. 

 

Presenter A 

네 기환쌤 어서 오세요, 기환쌤 깨서 오늘 믾은 분들과 공포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는데 

기환쌤께서는 혹시 무서워하시는게 있나요? 

 

Presenter B 

I’m scared of a few things, but I’m not scared to ask questions 

 

Presenter A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어떠셨어요? 

 

Presenter B 

Well, it was actually quite interesting. Some people seemed to be scared of everything while others were 

scared of nothing. 

 

Presenter A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Presenter B 

The question was quite simple. I asked “do you have a phobia?” but you can also ask ‘do you have any 

phobias?’ 

 

Here are some of th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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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Do you have a phobia? 

Voice 1:  Yes, I’m scared of heights, I don’t know why, I just am 

Voice 2:  I’m very much scared of spiders, hate them 

 

Presenter B 

Those are all pretty scary things, no? 

 

Presenter A 

Yes, 정말 무섭네요 기환쌤. 저도 공감이 가는 공포들입니다. 

 

Presenter B  

Me, too actually. Now, the language people used to talk about their fears followed a similar pattern, could 

you explain that please? 

 

Presenter A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I’m scared of’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I’m scared of heights’ 높은 데를 무서워한다고 말했고, 두번 

째 사람은 ‘I’m very much scared of spiders’ 거미를 아주 많이 무서워한다고 얘기 하셨네요.  

 

Presenter B 

So if my phobia was of studios, I can say ‘I’m scared of studios’ 

 

Presenter A 

네 그럼 좀 문재가 될수 있겠는데요. 정말 좋은 예문이에요. 참 기환쌤, 아까 공포를 안 

느낀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Presenter B 

Yes, there were and here are a couple of those people 

 

Question: Do you have a phobia?  

Voice 1:  Erm No, I don’t, I don’t think so 

Voice 2:  Er, no not really, no can’t think of one. 

 

Well, nothing scares them basically…. 

 

Presenter A 

두 분 모두 ‘no’ 라고 대답하셨네요. 여기서 ‘no’ 를 다양하게 표현할수 있어요. ‘No, I don’t 

think so’ ‘아니요, 없는것같아요’, ‘No, not really’ ‘없어요’ 그리고 ‘no, can’t think of one’ ‘아니요, 

생각나는게 없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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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B 

That’s right,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saying no - you can say something other than just a “NO!” 

when you answer a question.  

 

Presenter A 

네 맞아요 평소에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런던에 계신 사람들 대부분이 공포를 

잘 안 느끼셨나요? 

 

Presenter B 

No, not really – listen to this lady. She is scared of everything. 

 

Question: Do you have a phobia? 

Voice 1   Yes, loads. I’m scared, like petrified of spiders, they give me panic attacks, oh my god I 

hate them and clowns as well, don’t like them, blood, urgh, no, get away from me…. 

 

She’s scared of quite a few things… 

 

Presenter A 

네 이번에도 spiders 거미가 또 나왔고요, clowns 광대나 삐에로죠, 그리고 blood 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들으셨나요? ‘petrified of spiders’ 라고 했는데요, 정말 무섭고 

그것으로 인해 panic attacks 패닉 상태가 된 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포영화 등에 나오는 

삐에로 clown 에 대해서는  ‘Oh my god, I hate them’ 이라고 확실하게 ‘hate’ 실어한다고 까지 

표현하셨네요. 그리고 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으셨나요? ‘Urgh no, get away from me’ 

‘가까이 하기 싫다’ 라고 말했습니다 

 

Presenter B 

Yes, she’s full of phobias. Now, can I ask, what are you scared of? 

 

Presenter A 

Me…. I’m terrified of the dark.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에는 ‘Do you have any phobias?’ 그리고 대답할 때에는 I’m scared of 라고 말하고 뒤에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연습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English in Action 

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기환쌤? 

 

Presenter B 

Goodbye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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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A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Good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