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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e Our Differences!

Janet Lee: Hello, I'm Janet Lee. Thank you all for 

coming to our show, Dynamic Korea. 

Today, we have invited six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s so 

unique and interesting about Korean culture. I'm sure 

all of you have many stories and ideas to share. So, 

why don't we start with Bruti?

Bruti: Hi, I'm Bruti from Cambodia. I'm studying 

Korean here. My life in Korea has been full of 

surprises. 

For me,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Korea is 

the mass transportation system, especially buses. It 

is very convenient and efficient. The streets in Seoul 

are full of so many big colorful buses. 

In Cambodia, people usually use motorcycles to go 

to work and to move around, so we don't see that 

many buses on the streets. 

When I go to a bus stop in Seoul, there is an 

electronic realtime bus information board. I can 

immediately find out exactly when the next bus for 
향 한

my destination will arrive. It's so cool!

Celebrate Our Differences!

Janet Lee: 안녕하세요. 저는 Janet Lee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쇼, ‘다이나믹 코리아’에 나와 주

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계신 여섯 분의 외국인

을 모시고, 한국 문화에서 무엇이 그리 독특하고 흥

미로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여러

분 모두가 같이 나눌 얘기와 의견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Bruti부터 시작해 볼까요?

Bruti: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Bruti입니

다. 저는 여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국에서의 제 생활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게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중교통 체계, 

특히 버스입니다. 대단히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서울의 거리는 크고 다양한 색깔의 많은 버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이동하기 위해 

대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버스를 보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버스 정류장에 가면 실시간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제 목적지로 향하는 

다음 버스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를 즉시 알 수 있

는 거지요. 정말 굉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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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na: No doubt! Seoul also has one of the best 

subway systems in the world. It's clean, convenient, 

and efficient. 

The subway lines are well connected not only within 
노 선

the city but also to the neighboring cities. And it's 
인 접 한

easy to switch between the subway and the bus. 
환 승 하 다

The only thing I need to do is touch my card to the 
(to) touch

card reader, and I'm all set! I can go anywhere! I'm 

absolutely in love with the service. 

But there are some things I don't like about the 

subway culture here. The thing is, I don't like people 

pushing me while walking up and down the 

escalators. 

It's not only rude but also unsafe. It seems like 

Korean people are always in a hurry.

David: I agree. However,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living in a fast-paced society. For 

example, the delivery service here is unbelievably 

fast. 

In addition, they deliver almost everything: Chinese 

food, hamburgers, and even dry-cleaned clothe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번역

Edina: 정말 그래요! 서울은 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지하철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깨끗하고, 편리

하며, 효율적이죠. 

지하철 노선은 도시 안 에서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

들과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

스 사이를 환승하기가 쉽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카드만 갖다 대면 다 되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서비스에 반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지하철 문화에서 제가 좋아하지 않

는 것들도 있어요. 실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오르내리면서 절 밀치는 게 싫어요. 

그건 무례할 뿐 아니라 위험한 짓이에요. 한국 사람

들은 항상 급한 것처럼 보여요.

David: 동의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에서 사는 것의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곳

의 배달 서비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걸 배달해 줍니다. 중국 음식, 햄

버거,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까지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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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I can have almost anything delivered to 

my place. When I get hungry and want to eat a 

hamburger at night, all I have to do is pick up the 
to pick

phone and order. 

I can have it delivered to my door within 30 

minutes. Back home, I have to drive miles to get a 

burger. But here in Korea, all this food is just one 

phone call away. 

Alice: Oh, I didn't know / I can have hamburgers 

delivered to my home. I should try it sometime. For 

me,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Korean culture 

is the unique night life. 

I find night life in Korea dynamic and fascinating. A 

lot of stores and restaurants here are open until very 

late at night, and some of them even stay open 24 

hours. 

However, in my country, stores and restaurants 

usually close around 9 o'clock in the evening on 

weekdays and even earlier on weekends. The streets 

become quiet and empty at night. So, people usually 

go straight home after work. 

However, in Korea, when the night comes, the 

streets become so lively and bright with flashy multi-

colored neon signs, bustling with people and cars.
북 적 거 리 면 서

번역

정말 놀라워요! 거의 어떤 것이든 제가 있는 곳으로 

배달시킬 수가 있어요. 밤에 배가 고파져서 햄버거

를 먹고 싶으면 전화기를 들어서 주문만 하면 돼요. 

30분 이내에 문 앞까지 배달시킬 수 있는 거죠. 제

가 살던 곳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면 수 마일을 운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모든 음

식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Alice: 와, 햄버거를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건 

몰랐네요. 저도 나중에 해봐야겠어요. 제게 있어서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독특한 밤 문화

예요. 

저는 한국의 밤 모습이 역동적이고 아주 재미있다

고 생각해요. 이곳에 있는 많은 가게와 식당들은 매

우 밤늦은 시간가지 문을 열고, 그 중 일부는 심지

어 24시간 영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게와 식당이 평일에는 대

개 밤 9시경에, 주말엔 심지어 더 일찍 문을 닫아요

밤에 거리는 조용하게 텅 비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

들은 보통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밤이 되면 거리가 번쩍이는 화려한 

네오나인들로 매우 환해지고, 사람들과 차들로 북

적거려 활기를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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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 I agree with you. The night life here in Korea is 

fun and entertaining. The streets are full of people. 

The good thing about it is that I feel safe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t night. 

This is important for women. I also like trying many 

kinds of food from the food stands at night. In my 

country, food stands are rare and they are usually 

hot dog stands. 

But in Korea, I can easily find food stands which sell 

various snacks such as Tteokbokki, noodles, and 

fried vegetables. 

They are so delicious. I think food stands are great 

places where you can try exotic Korean snacks at 

any time.

Hossein:You're not alone! I really love all those 

delicious little dishes from food stands. 

I'm from Iran and there are food stands in my country, 

too. But there's no such variety. 

We usually sell pre-packaged foods such as 

sandwiches or juices. 

번역

Emil: 저도 동의해요. 한국에서의 밤 문화는 재미

있고 흥미로워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게 

좋은 점은 친구들과 밤에 어울릴 때 안전하다고 느

낀다는 거예요. 

이건 여성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저는 또 밤에 음식 가

판대에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우

리나라에서는 음식 가판대가 드문데다 대개는 핫도그 

판매대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떡볶이, 국수, 야채튀김 같은 다

양한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음식 가판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음식들은 아주 맛있어요. 저는 음식 가판대가 언

제든 이국적인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Holstein: 당신만 그런 게 아녜요! 저도 음식 가판

대에서 파는 온갖 간식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란에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음식 가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음식은 없답니다. 

우리는 대개 샌드위치나 주스같이 미리 포장된 음

식을 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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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here in Korea, they often cook fresh food right in 

front of you.

My favorite is Tteokbokki. It's amazing to see people 

pour fresh ingredients onto the wide pan and stir 

them around to cook this spicy food. Korea is a 

perfect place to be for food lovers like me. 

There is one thing I want to add, though: there's not 

much variety for vegetarians. My vegetarian friend 

has a hard time finding purely vegetarian dishes in 

Korean restaurants.

Janet Lee: Thank you for sharing your valuable 

opinions with us. They have inspired me to stand 

back and think about my cultur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m pretty sure that many of our viewers share the 

same feelings. (pause) Well, we have to wrap up 

today's show. I wish you all the best while you're 

here in Korea.

번역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서 신선

한 음식을 요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떡볶이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커

다란 팬에 쏟아 붓고, 그것들을 이리저리 휘저어서 

이 매운 음식을 요리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한국

은 저 같음 음식 애호가들에게는 완벽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

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인 제 친구는 한국 

식당에서 완전한 채식요리를 찾기 힘들어 합니다.

Janet Lee: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우리와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한발 

물러나 다른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리라 확신합니다.(잠시

후) 자, 오늘의 쇼를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모

두 한국에 계신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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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His hopes ended in disappointment.
좌 절 로

(2)They are open to new ideas and are very good at 
개방하는

making adjustment.
조 정

(3) He was awarded for his achievement in the field 

of medicine.
의 학 부 문 에 서

B. Words in Use

People usually go straight home after work. Draw a 

straight line. I also like trying many kinds of food 

from the food stands. There are many people 
가 판 대

standing in line to enter the store. I can't stand 
참 다

people cutting in lines. I hate winter. I can't stand the 
참 다

cold.

Let's go straight to  the point. My hair's so straight.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다

I need a new style. He never keeps his words. I can’t 
약소을 지키다

stand him any more. He bought a magazine from a 

newspaper stand on the way to work.

번역

그의 바람은 좌절로 끝이 났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조정하는 것

을 잘한다.

그는 의학 부분에서 거둔 그의 성과에 대한 상을 받

았다.

사람들은 대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간다.

직선을 그어라.나는 또 음식 가판대에서 다양한 종

류의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한다. 가게로 들어가

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줄에 새

치기하여 끼어드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겨울이 싫어. 추운 걸 못 견디겠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봅시다. 내 머리카락은 너무 

직모야. 새로운 스타일을 원해. 그는 약속을 절대 

안 지켜. 더는 못 참겠어. 그는 출근하는 길에 뉴스 

가판대에서 잡지를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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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way lines are well connected not only within 

the city but also to the neighboring cities. It seems 

like Korean people are always in a hurry. My 

vegetarian friend has a hard time finding purely 

vegetarian dishes in Korean restaurants.

It looks like somebody left in a hurry. This book is 

not only entertaining but also educational. When 

traveling in India, I but also had a hard tim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only thing I need to do is touch my card to the 

card reader. All I have to do is pick up the phone 

and order. I can have almost anything delivered to 

my place.

I didn't know I can have hamburgers delivered to my 

home. I need to have my clothes dry-cleaned by 

tomorrow. Before I called the police, I had the thief 

tied to a tree so that he could not run away.

The only thing you can do at this point is wait for the 

results. All I had to do to join the club was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번역

지하철 노선은 도시 내에 서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

들과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채식주의자인 제 친구는 

한국 식당에서 완전한 채식 요리를 찾는 데 어려움

을 겪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서둘러 떠난 것처럼 보인다. 이 책

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기도 하다. 인도

를 여행했을 때,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다.

해야 할 일은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는 것뿐이다.

해야 할 일은 전화기를 들어 주문하는 게 전부다.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 나

는 햄버거를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지는 몰랐다

나는 내일까지 내 옷을 드라이클리닝 해야 한다. 경

찰에 연락하기 전에 나는 강도가 도망가지 못하도

록 묶었다. 이 시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지원서

를 작성하는 게 전부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