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LEARNING ENGLISH 

English Matters 
 

Honesty Matter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nglish Matters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1 of 3 

 

 

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m 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Tom 

I try to be open with everyone. I also want people to be straight with me. We shouldn't tell 

lies, not even white lies. I can't tell when people lie to me. 

 

Bolam  

네. Tom 이 제일 처음 뭐라고 했는지 부터 살펴볼까요? 

 

‘I try to be open with everyone.' 

 

Bolam 

Tom 은 be open with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네요. Open 열린 이라는 

뜻의 단어를 솔직하고 숨기는게 없다는 뜻으로 사용했네요. 뒤에 전치사로는 with 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솔직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솔직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try to be open with my family'. 

 

그리고 친구들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하려면, 

'I try to be open with my friend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Tom 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I also want people to be straight with me.' 

 

Bolam 

Tom 은 'I also want people to be straight with me' 사람들도 나에게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I 

want people to be' 이 표현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말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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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입니다. Tom 의 경우 사람들이 straight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Straight 는 똑바로, 직선 

이라는 뜻의 단어로 여기서는 솔직한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려면 

'I want people to be hones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Tom 이 뭐가 힘들다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We shouldn't tell lies, not even white lies.’ 

 

Bolam 

Tom 이 'we shouldn't tell lies'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라고 했네요. Lie 가 거짓말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을 때 동사 tell 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ll 과 함께 truth 진실 또는 stories 이야기, jokes 

농담 같은 단어도 함께 쓸 수 있겠죠? Tom 은 not white lies 선의의 거짓말 조차도 하면 안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무례한 농담을 직장에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려면 

'People shouldn't tell rude jokes at wor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Tom 이 다음으로 뭐라고 했는지 계속 들어볼게요. 

 

'I can't tell when people lie to me.' 

 

Bolam 

Tom 이 나는 절대 구별할 수 없다 라고 했네요. Tell 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을 인식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했네요. 이런 뜻으로 tell 을 쓸 때는 보통 조동사 can 과 함께 쓰는데요. Tom 이 when 

people lie to me 사람들이 본인에게 거짓말을 할 때를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lie 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말하려면 

'I can tell when people lie to me about their ag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Tom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 정리해볼게요. 

 

Tom 

I try to be open with everyone. I also want people to be straight with me. We shouldn't tell 

lies, not even white lies. I can't tell when people lie to me. 

 

 

 



 

 
English Matters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3 of 3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Open 솔직한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straight 솔직한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때때로 거짓말을 tell 하나요? 마지막으로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때 can you tell? 구별할 수 있나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함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