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LEARNING ENGLISH

English in Action
Opinions – a vegan diet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Kee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맞고 있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고, 그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Phil을 모셔볼게요! Hi Phil!

Phil
Hi Kee and hello everyone
Kee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Phil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be able to give your opinions on different subject, so I wanted
to ask people about something that I thought there might be different opinions on.
Kee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오늘의 주제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Phil
I asked people for their opinions on vegan diets – I thought we might get some interesting
answers. Listen to these:
Voice 1:
Voice 2:
Voice 3:

I think it’s fantastic… I can’t do it.
Well I don’t eat vegan food, but I think it’s perfectly fine.
I think it’s quite difficult, because I can’t think of many things to eat if you’re a
vegan.

Phil
A real range of opinion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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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네 그럼 여기서 쓰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대답한 분들 모두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fantastic’ 멋지다 ‘fine’ 괜찮다
‘quite difficult’ 꽤 어렵다 같은 형용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hil
Different opinions, but none of them followed a vegan diet… wa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ed to pick out.
Kee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할 때에는 주로 접속사를 쓰는데요,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는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앞서 한 사람이 자신은 채식주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여성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 쓰는 ‘because’ 왜냐햐면 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Phil
Let’s hear some more answers:
Voice 1:
Voice 2:

A vegan diet, there are definitely some health benefits to it…
I am definitely not someone who enjoys a vegan diet,

Phil
Definitely some strong opinions there…
Kee
네 그리고 ‘definitely’ 확실하게 라는 표현이 있었죠.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 의견을 말할 때
부사 definitely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hil
Then we had a few more interesting opinions
Voice 1:
Voice 2:
Voice 3:

A vegan diet, each to their own, but not for me.
Interesting, but not for me.
I’m a butcher by trade, so it’s an interesting approach to lifestyle

Phil
So what were these people saying?
Kee
여기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첫번째 사람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each to their own’ 각자의 취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채식주의 식단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not for me’ 나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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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Wa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noticed, anything interesting?
Kee
Well, the way that two people used ‘interesting’ there – I think we can assume that neither
of them are vegans.
Phil
How can you tell?
Kee
음, 한 명이 첫번째 사람처럼 not for me 내 취향은 아니라고 대답하자 다음 사람이 본인은
‘butcher’ 정육점 주인이라고 말했죠. 네 채식주의자는 아닌 것 같네요.

Phil
So what do you think they were saying?
Kee
제 생각엔 이 분들이 좀 재치있게 대답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항상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부정적인 의견일 때에는 더욱 그렇죠. 어떤 주제에 대해 ‘interesting' '흥미롭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이지 않게 들리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Phil
OK, we’re nearly out of time today, so I definitely think we should end here. Programmes
that go on too long are not for me!
Kee
‘Each to their own Phil’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낼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I think it’s…’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but’ 그러나, ‘because’ 왜냐햐면 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더욱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 English in Action에서 또 만나요!

Phi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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