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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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입니다. 오늘은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 how long, 즉 얼마동안 혹은 얼마나 걸리는지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Sian  

I want to go to Newcastle. How long does it take? 

 

Phil 

It takes about eight hours by bus. 

 

Presen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나 하나 나눠서, 자세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뉴카슬에 가길 want, 원한다고 말하네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I want to go to Newcastle. 

 

Presenter 

그리고 나선 how long, 얼마나 take, 걸리는지 물어보죠. 듣고 따라해보세요.  

 

How long does it take? 

 

Presenter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bus, 버스로 about, 대략 eight hours, 8 시간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네요. 

정확한 소요 시간을 모를 땐 about, 대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It takes about eight hours by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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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다른 이동수단으로도 얼마나 걸리는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train, 기차, car, 자동차, 

plane, 비행기 아니면 walk, 걷기 등으로 말이죠. 듣고 따라해 보세요. 

 

It takes about seven hours by train. 

 

It takes about six hours by car. 

 

It takes about thirty minutes to walk. 

 

Presenter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잭은 리즈에 가고 싶어하는데요. 안젤라가 그에게 train , 기차로 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I want to go to Leeds.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about two hours by train. 

  

에리카는 카디프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찰스가 car, 자동차로 세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 

주네요. 

 

I want to go to Cardiff.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about three hours by car. 

 

Presenter 

자, 다시 한 번 연습해 봅시다. 영어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I want to go to Newcastle.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about eight hours by bus.  

 

Presenter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볼까요? 한국어 문장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뉴카슬에 가고 싶습니다. 

I want to go to New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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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버스로 대략 8 시간 걸립니다. 

It takes about eight hours by bus. 

 

Presenter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얼마동안 걸리는 영어로 물어볼 수 있으시겠죠? 이번엔 첫 번째 사람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go to Newcastle. How long does it take? 

 

Presenter 

좋습니다. 이번엔 전체 대화를 듣고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Sian  

I want to go to Newcastle. How long does it take? 

 

Phil 

It takes about eight hours by bus.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젠 영어로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말할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하시고, 친구와 함께 직접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표현들과 함께 

또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