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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네번의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이 있는 대화 내용을 듣겠습니다. 

  

Laura:  Are you married? 

Tony:   Yes, I am. 

Laura: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Tony:   Yes, I’ve got two brothers. 

Laura:  How old are you? 

Tony:   I’m thirty-five. 

Laura:  When’s your birthday? 

Tony:   My birthday’s on June the 17th. 

 

Presenter 

그럼 퀴즈를 하면서 얼마나 기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나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표현과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먼저 ‘결혼하셨나요?’ 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Are you married? 

 

Presenter  

다음엔 ‘네, 했습니다’ 라고 답변 해보세요. 

Yes, I am 

 

Presenter 

그리고 ‘남자나 여자 형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보나요?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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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다음엔 ‘저는 남자 형제가 두 명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I’ve got two brothers. 

 

Presenter 

다음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How old are you? 

 

Presenter 

이번엔 ‘저는 서른 다섯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I’m thirty-five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엔 ‘생일이 언제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When’s your birthday? 

 

Presenter 

마지막으로 ‘제 생일은 6 월 17 일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My birthday’s on June the 17th. 

 

Presenter 

네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 해보세요. 

 

Are you married? 

 

Yes, I am.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Yes, I’ve got two brothers. 

 

How old are you? 

 

I’m thirty-five. 

 

When’s your birthday? 

 

My birthday’s on June the 17th.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남자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생일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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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Gareth:  Yes, I’ve got two brothers. 

Claire:  How old are you? 

Gareth: I’m twenty-six 

Claire:  When’s your birthday? 

Gareth:  My birthday’s on June the 17th. 

 

Presenter 

다 찾으셨나요? 네, 남자는 남자 형제가 두 명 이고, 나이는 26 살 그리고 생일은 유월 23 일 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다이알로그를 연습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Laura:  Are you married? 

Listener:  

Laura:  How old are you? 

Listener:   

Laura:  When’s your birthday? 

Listener:   

Laura: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Listener: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대화내용을 듣고, 조금 전 대답하신 것을 확인해보세요. 

 

Laura:  Are you married? 

Tony:   Yes, I am. 

Laura:  Have you got any brothers or sisters? 

Tony:   Yes, I’ve got two brothers. 

Laura:  How old are you? 

Tony:   I’m thirty-five. 

Laura:  When’s your birthday? 

Tony:   My birthday’s on June the 17th. 

 

Presenter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로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형제가 있는지, 

나이나 생일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veryday English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