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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을 사러 쇼핑에 나갔을 떼 가격을 묻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가게에서 두 사람이 가게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Fiona 

Hi, how much is this jacket? 

 

Shop assistant 

That jacket’s £59.99. 

 

Fiona 

Can I try it on? 

 

Shop assistant 

Of course, you can. 

 

 

Presen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대화를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나가 ‘이 외투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is jacke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물건 한 개를 가리킬 데 ‘this’ 이것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물건이 한 개보다 많을 떼는 ‘these’ 

이것들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고 따라 해봅시다.   

 

Hi, how much is this jacket? 

 

Presenter 

이 질문에 대해 점원은 그 외투는… ‘That jacket is…’ 라 말한 후에 가격을 덧붙였습니다. 가격은 

소수점 앞과 뒤에 숫자를 따로 말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59.99 ‘fifty nine, ninety nine’ 이라 하고, 

20.50 은 ‘twenty fifty’ 라고 하죠. 듣고 따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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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jacket’s £59.99 

 

Presenter 

다음으로 피오나는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it on’ 이라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 

헤보겠습니다. 

 

Can I try it on? 

 

Presenter 

마지막으로 가게 점원은 ‘물론 그러세요.’ ‘Of course, you can’ 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 

해보세요. 

 

Of course, you can. 

 

Presenter 

훌륭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을 대화내용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Hi, how much is this sweater? 

 

That sweater’s £24.99. 

 

Can I try it on? 

 

Of course, you can. 

 

 

Hi, how much is that coat? 

 

This coat is £39.99. 

 

Can I try it on? 

 

Of course, you can. 

 

Presenter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문장마다 두 번씩 

들어볼게요. 

 

Hi, how much is this jacket? 

Hi, how much is this jacket? 

 

That jacket’s £59.99. 

That jacket’s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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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Of course, you can. 

Of course, you can.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분장을 

듣고 영어로 대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외투는 얼마에요?  

Hi, how much is this jacket? 

 

그 외투는 59.99 파운드 입니다. 

That jacket’s £59.99. 

 

제가 입어 봐도 될까요? 

Can I try it on? 

 

물론 입어 보실 수 있죠. 

Of course, you can.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그럼 전체 대화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iona 

Hi, how much is this jacket? 

 

Shop assistant 

That jacket’s £59.99. 

 

Fiona 

Can I try it on? 

 

Shop assistant 

Of course, you can.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이제 쇼핑하면서 영어로 물건의 가격 물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