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LEARNING ENGLISH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여행  

버스역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8 

bbclearningenglish.com Page 1 of 3 

 

 

Presenter 

안녕하세요! 영어를 배우는 모든이에게 꼭 필요한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버스 역에서 정보를 묻는 법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먼저 

버스역에서의 다음 대화를 들어보시죠. 

 

Sian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Phil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It goes in ten minutes.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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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람은 맨체스터가는 버스가 어디있는지 물어봤네요. 듣고 따라해보시죠.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Presenter 

두번째 사람은 플랫폼 ‘platform’ 17 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첫번째 사람에게 ‘shop’ 가계의 

‘next to’ 옆에 있다고 합니다. 듣고 따라해보시죠.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Presenter 

‘Stairs’, 계단 ‘entrance’ 입구, ‘toilets’ 화장실 옆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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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top twelve, next to the stairs. 

 

From stop thirteen, next to the entrance. 

 

From stop fourteen, next to the toilets. 

 

Presenter 

두번째 사람이 버스가 ‘ten minutes’ 십분 내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듣고 따라해 보시죠. 

 

It goes in ten minutes!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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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볼게요. 

 

마크는 버밍험에 갑니다. 그는 15 분내로 ‘toilets’ 화징실 옆에 있는 플랫폼 10 번에서 떠나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Where does the bus to Birmingham go from? 

From stop 10, next to the toilets. It goes in fifteen minutes. 

 

안드레아는 브리스톨에 갑니다. 그녀는 ‘entrance’ 입구 옆에 있는 3 번 플랫폼에서 5 분내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Where does the bus to Bristol go from? 

From stop three, next to the entrance. It goes in five minutes.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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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It goes in ten minutes. 

It goes in ten minutes.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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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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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체스터에 가는 버스는 어디서 떠나죠?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가계 옆에 있는 17 번 플랫폼에서 입니다.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10 분내로 출발합니다. 

It goes in ten minutes. 

 

Presenter 

좋습니다. 이번엔 전체 대화를 듣고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Sian 

Where does the bus to Manchester go from? 

 

Phil 

From stop seventeen, next to the shop. It goes in ten minutes! 

 

Presenter 

잘하셨습니다! 이젠 영어로 버스역에서 묻고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하시고, 친구와 함께 버스역에서 하는 질문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영어 표현들과 함께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