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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꼭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표현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hris와 Penny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을까요? 다음 대화를 들어보세요. 

 

Chris 

Where should we meet? 

 

Penny 

Let’s meet at the station! 

 

Chris 

OK! Should I meet you outside? 

 

Penny 

Yes, see you there. 

 

Presen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나씩 살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Chris가 Penny에게 어디서 만날지 물어봅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Where should we meet? 

 

Presenter 

Penny가 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제안을 할 때에는 Penny처럼 ‘let’s’로 시작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뒤에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the station’ 역에서 ’meet at’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Let’s meet at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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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다른 장소를 얘기할 때는 ‘let’s meet at’ 뒤에 장소를 얘기하면 되겠죠. ’Park’ 공원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café’ 까페에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겠죠. 듣고 따라해보세요. 

 

Let’s meet at the park! 

Let’s meet at the café! 

 

Presenter 

Chris는 ’ok’그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outside’ 역 밖에서 ’meet’ 만날지 물어봅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OK! Should I meet you outside? 

 

Presenter 

‘Inside’ 역 안에서 또는 ‘near to’ 근처에서 만나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듣고 따라해보세요. 

 

Should I meet you inside the station? 

Should I meet you near to the station? 

 

Presenter 

Penny는 Paul과 만나는 것에 동의했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There’는 앞서 얘기한 장소를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see you there’는 역에서 만나자는 뜻이죠. 듣고 따라하세요. 

 

Yes, see you there! 

 

Presenter 

이제 우리가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Sophie와 Paul이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지 대화를 들어볼까요? 

어디서 만나기로 하나요? 

 

Sophie: Where should we meet? 

Paul: How about at the park? 

Sophie: I think the café is better. 

Paul: OK! Let’s meet there! 

 

Presenter 

Paul은 ‘park’ 공원을 제안했습니다. Sophie는 공원보다는 ’café’ dk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afé’ 

까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I think the café i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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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aul은 ‘ok’라고 말하며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Sophie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OK! Let’s meet there! 

 

Presenter 

자,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영어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at the station! 

 

OK! Should I meet you outside? 

 

Yes, see you there!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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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해보세요. 

 

어디서 만날까? 

Where should we meet? 

 

역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station! 

 

좋아. 그럼 역 밖에서 만날까? 

OK! Should I meet you outside?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Yes, see you there! 

 

Presenter 

네 그럼 이제 모든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대답과 한 번 비교해보세요.  

 

Chris 

Where should we meet? 

 

Penny 

Let’s meet at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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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OK! Should I meet you outside? 

 

Penny 

Yes, see you there! 

Presenter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어디서 만날지 정할 수 있으시겠죠? 친구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 

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 다양한 영어 표현들과 함께 만날게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