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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B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ac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쇼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영국의 어떠한 면을 바꾸고 싶어하는지, 함께 

대화 해보고, 그 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채승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기환쌤을 모시겠습니다. 

 

Presenter A 

Hello Seunghoon! And hello to our listeners 

 

Presenter B 

오늘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런던시민들은 영국의 어떠한 면을 바꾸고 싶어하나요? 

 

Presenter A 

It was very interesting, we had a range of different things that people would change – some 

little things, and some really big, important things. 
 

Presenter B 

네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Presenter A 

The question was quite simple. I asked this question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this country, what would you change?” 
Here are some of the responses. 

 
Question: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this country, what would you change? 

Voice 1: The tube, really, I hate it, it’s so crowded all the time, like, it’s a nightmare 
sometimes,  

Voice 2:  I’ve got two, the weather and Liverpool winning the Premier League, that 

would be great. 
 

Presenter A 

Well, I think a few people might agree with those. 
 

Presenter B 

네 맞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여성분은 the tube 지하철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The Tube 가 

crowded 붐비다 라고 하고 ‘a nightmare sometimes’ 가끔은 악몽 같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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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정말 런던 지하철을 싫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남자분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the weather 날씨 – 아..런던날씨 아무래도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Liverpool winning 

the premier league’ Liverpool 이 Premier League 를 이기는 것 입니다. ‘that would be great’ 엄청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Would 입니다. 우리가 가상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Would’ 를 사용합니다. 

 

Presenter A 

Yes, would is a very important word. And for me, Tottenham winning the premier league 
WOULD be great. Shall we find out what else people said?  

 

Presenter B 

네 그럼요, 다른 분들의 답변도 비슷했나요?  

 

Presenter A 

Well, let’s find out. 
 

Question: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this country, what would you change? 
Voice 1:  I wish people smiled more, that’s one thing I would love to see. 

Voice 2:  It’d probably be the weather actually. I think if it was sunny here, it would be, 
I think we’d all be a lot more cheerful. 

 

Well we just can’t avoid the weather 
 

Presenter B 

네 여기에 아주 실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I wish people smiled more’ 사람들이 미소를 더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상황을 묘사할 때에는 ’that’s one thing I WOULD love to see’ would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wish 소원하다, 바라다 입니다. 어떤 변화를 바랄 때 

에는 wish 를 말한 후, 이 뒤에는 과거 시제로 얘기하면 됩니다.  

 

Presenter A 

Yes, so if I wanted to have more spare time in my life, I can say ‘I wish I HAD more spare 
time’ 

 

Presenter B 

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이 날씨를 또 얘기 했습니다. ‘If it was sunny here’ 날씨가 더 

화창했다면 ‘WE’D [We would] all be a lot more cheerful’ 우리 모두 다, 더 행복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도 Would 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 행복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Presenter A 

Yes, using would to talk about changes in the future is very useful. Now, there were some 

people who didn’t really want to change anything – have a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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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1: Nothing actually, no I'm very proud of like England and Great Britain, it's a 
good place to live. 

Voice 2:   I quite like it here to be honest... 

 
They seemed quite happy. 
 

Presenter B 

첫 번째 분이 ‘nothing actually’ 사실 바꾸고 싶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actually’ 를 끝에 붙치면 됩니다.  그리고 ‘I’m very proud of England and Great 

Britain’ 저는 잉글랜드와 영국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살기 좋은 곳 ‘it’s a good place to live’ 

라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분은 ‘I quite like it here’ 저는 여기가 참 좋아요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라고도 얘기 하셨네요. 

 

Presenter A 

To be honest, I know some things could change for the better, but I quite like it here actually. 

 

Presenter B 

저도요. 미래에 무엇을 바꾸고 싶으면 ‘I wish’ 와 ‘would’ 를 사용해서 애기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Presenter A 

Goodbye everyone! 

 

Presenter B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