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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가기 위해 버스 표, ticket을 사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먼저 버스 정류장에서의 다음 대화를 들어보시죠. 

 

Sian  

Hi,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I want to go today. 

 

Phil 

Here you are.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Presen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나 하나 나눠서, 자세히 연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버밍험으로 가는 표, ticket을 물어봤네요. 뭔가를 요청할 땐 Can I have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보시죠. 

 

Hi,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Presenter 

그녀는 today, 오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I want to go today. 
 

Presenter 

Tomorrow, 내일 여행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요일에 가고 싶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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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to go tomorrow. 

 

I want to go on Monday. 

 

I want to go on Tuesday. 

 

Presenter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뭔가를 상대방에게 

건넬 때 쓸 수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보시죠. 

 

Here you are. 

 

Presenter 

그리고 Phil이 표는 25 파운드, twenty-five pounds라고 말했네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Presenter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표를 사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볼게요. 

 

켈리는 tomorrow, 내일 글라스고에 가려고 합니다. 

 

Hi, can I get a ticket to Glasgow please? I want to go tomorrow. 

Here you are. That’s sixty pounds please. 

 

Presenter 

자,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영어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각각 두 번씩 들려드릴게요.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I want to go today. 

I want to go today. 

 

Here you are. 

Here you are.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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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볼까요. 한국어 문장을 먼저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버밍험으로 가는 표를 한 장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오늘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day.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25 파운드입니다.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Presenter 

좋습니다. 이번엔 전체 대화를 듣고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Sian  

Hi, can I have a ticket to Birmingham please? I want to go today. 

 

Phil 

Here you are. That’s twenty-five pounds please. 

 

Presenter 

잘하셨습니다! 이젠 영어로 버스표나 기차표, 직접 살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하시고, 친구와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영어 표현들과 함께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