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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 Action
Childhood Regret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Seunghoon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맞고 있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저희 쇼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학창시절 어떠한 후회가 있었는지 같이 대화
해보고 그 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환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환쌤!

Kee
Hi Seunghood! And hello everyone.
Seunghoon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네 시는 데 춥지 않으셨어요?

Kee
Yes, and it was very cold, so I wish I had taken a coat
Seunghoon
다음부터는 꼭 따뜻하게 다니세요.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Kee
Okay,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people wished they had done, or wished that they hadn’t
done.
Seunghoon
아무래도 후회가 많았나봐요, 그럼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Kee
The question was quite simple. I asked this question
‘What regrets do you have about your school days?’
Now, these people talked about how much effort they made at school:
Question:
Voice 1:
Voice 2:
Voice 3:

What regrets do you have about your school days?
I wish I had appreciated the teachers more.
I wish I'd paid more attention in some lessons
I didn't have enough fun, I studied too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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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So, we even had someone who thought that they had studied too hard! Amazing!!
Seunghoon
먼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I wish I had’ 입니다 이 문장 뒤에 자신이 후회 했던 것을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인트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 분사 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분은
‘appreciated teachers more’ 선생님을 더 고마워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라고 하네요. 두 번째 분은
‘paid more attention’ 수업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I
wish I had’ 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분의 후회는… 이건 좀 드문 후회인데요, ‘didn’t have enough
fun’ 충분히 놀지 못하고 ‘studied too hard’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런 후회 있으세요
기환쌤?

Kee
Honestly - no, but I also wish I had appreciated my teachers more.
Seunghoon
맞아요 그건 저도 공감 헤요 저도 선생님들께 더 감사하지 못한 게 조금 후회가 되요.

Kee
Okay, the next bunch had regrets about certain school subjects, let’s have a listen.
Voice 1:
Voice 2:
Voice 3:

I wish I'd taken art instead of metalwork
I never learnt another language and only learnt English
I wish I hadn't taken geography

Seunghoon
학교 다니면서 과목을 잘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분은 ‘taken art instead of
metalwork’ 금속 가공 대신에 미술을 선택했으면 이라고 하셨네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instead of’ ‘무엇 대신에’ 라는 표현입니다.

Kee
That’s right, because I regret taking French, I can say ‘I wish I had taken German instead of
French’
Seunghoon
네 기환쌤은 불어 대신에 독일어를 선택했으면 하셨군요. 두 번째분도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를 못 배운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한 걸 후회했는데요
‘taken geography’ ‘지리’ 과목을 선택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Kee
Yes, unfortunately, they had these regrets. Now the final two people had more personal
regrets. Let’s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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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1:
Voice 2:

I wish I had listened to myself more.
I wish that I'd been nicer to some of the people that I was at school with - I was
too worried about being cool.

Kee
I found these answers really interesting.
Seunghoon
네 저도요. 여기서 두분 모두 ‘I wish I had’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분은 ‘listened to myself
more’ 내 자신에게

귀를 더 기울였으면 좋았었겠다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런 후회 조금

합니다.

Kee
Me too – and I think generally, we listen to our friends too much.
Seunghoon
네 저도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분은 ‘been nicer to some of the people that I
was at school with’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한테 더 착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I was too worries about to being cool’ 멋있게 보이려고 너무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Kee
I think many of us do that. So Seunghoon can I ask, do you have any regrets?
Seunghoon
아, 저는 ‘I wish I had made this show longer’ 저희 프로그램을 더 길게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네요.
그럼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의 중요한 표현을 짚어보겠습니다. 후회를 얘기 할 때에는 ‘I wish I
had’ 그리고 동사를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럼 다음 English in Action 에서 또 뵙겠습니다.

Kee
And in French, I will say ‘Au revoir!’
Seunghoon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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