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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B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분들이 어떻게 날씨를 묘사했는지 그와 관련된 영어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기환쌤 

 

Presenter A 

Hi Seunghoon! And hello to our listeners 

 

Presenter B 

네 안녕하세요 기환쌤. 항상 정말 반갑습니다. 

 

Presenter A 

It’s great to see you as always and it’s lovely and warm in this studio, and just as well, 

because it was cold and wet when I was out there talking to people 

 

Presenter B 

아…어떡해요. 하지만 런던에선 흔한 날씨죠? 

 

Presenter B 

Sure, it wasn’t unusual London weather, anyway let’s listen to what people had to say. I 

asked one question 

“How would you describe British Weather?” 

Here are some of the responses 

 

Question:  How would you describe British weather? 

Voice 1: Rainy, cold, pretty grey, pretty grey 

Voice 2:  Grey, dull and rainy 

 

Presenter A 

So they were all pretty negative. Shall we look at how people said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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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B 

네, 두 사람은 날씨가  rainy비가 오고 grey 흐리다고 얘기했고, grey하고 cold 춥다가 좀 

합쳐진 의미인 dull 음침하다, 그렇게도 표현했네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영국 날씨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Presenter A 

No, not many people do and neither do I sometimes to be honest 

 

Presenter B 

여기에 좀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pretty grey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꽤 grey 하다, 꽤 흐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Presenter A 

Okay, so we could say that the weather in London is pretty cold, pretty rainy, or even 

pretty dull and I might actually agree with that, but not everyone was so negative. 

So we’re going to listen to a couple of people with positive views of weather in London. 

 

Question: How would you describe British weather?  

Voice 1:  Quite mixed, I really enjoy having the four seasons and I love this time of 

  year  

Voice 2:  British Weather? I love it, I mean it’s just amazing. 

 

So, it’s not all bad. 

 

Presenter B 

네 하지만 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도 

있었요. 첫번째 사람은 영국날씨가 quite mixed 꽤 이것저것 섞여있다 그리고four different 

seasons 4 계절이 있어서 참 좋고, love this time of year일년 중 지금 이 계절도 좋아한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I love it 이라고 하면서, I mean it’s just amazing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esenter A 

I love it when we get different opinions, I mean it’s just so interesting. I love it when we find 

useful expressions as well, so let’s have a listen to these ladies: 

 

Question: How would you describe British weather? 

Voice 1   Depends how north you are, where I'm from in Scotland it rains a lot, it’s 

very cloudy, it's cold,  

Voice 2 It's grey all the time, you get like two days of sunshine, that’s about it 

Voice 1 it's un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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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B 

네 좋은 표현들이 여기에 있네요. 자신이 살았던 곳에 대해서 말할 때, ‘Where I’m from, in 

Scotland it rains a lot’ 내가 온 스코틀랜드 에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여성분은 all the time 항상 흐리다고 말했고 이틀만 sunshine 햇빛이 나온다고 

그리고 that’s about it 거의 그게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predictable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Presenter A 

Do you know wha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about British weather, it’s 

always very unpredictable. 

 

Presenter B 

정말 예측 불가능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환쌤께서 코트를 입고 우산을 

챙기려고 하고있네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 배운 날씨에 대한 표현들, 잊지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rainy, 

cold, dull, grey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four seasons, sunshine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mazing, 또는 unpredictable 이런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청취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English in Action 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기환쌤? 

 

Presenter A 

Yes, goodbye everyone! 

 

Presenter B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Good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