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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Sian  

Hi Phil, what’s your favourite place? 

 

Phil 

My favourite place is the market. How about you? 

 

Sian 

Mine is the restaurant.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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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먼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What’s your favourite place?’ 이렇게 

물었습니다. 듣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What’s your favourite place? 

 

Presenter 

그에 대해 두 번째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시장 ‘market’ 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 해봅시다.  

 

My favourite place is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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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이것 외에도 좋아하는 장소로 시내 ‘city centre’ 나 해변 ‘beach’ 를 말할 수 있습니다. 

 

My favourite place is the city centre.  

 

My favourite place is the beach.  

 

Presenter 

곧이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은 질문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되물을 때는 ‘당신은요?’ ‘How about you?’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How about you? 

 

Presenter 

우리는 둘의 대화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My favourite place’ 라는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제 것은’ ‘mine’ 

은 식당 ‘restaurant’ 이렇게 말합니다. 

 

Mine is the restaurant. 

 

Presenter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을, 대화내용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크는 공원 ‘park’ 를 좋아하고 피트는 강 ‘river’ 가 좋다고 합니다. 

 

Hi Mark, what’s your favourite place? 

My favourite place is the park. How about you? 

Mine is the river.  

 

앨리스는 수영장 ‘swimming pool’ 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영화관 ‘cinema’ 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Hi Alice, what’s your favourite place? 

My favourite place is the swimming pool. 

Mine is the cinema. 

 

Presenter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urit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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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vourite place is the market.  

 

How about you?  

 

Mine is the restaurant.  

 

Presenter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문장을 듣고 영어로 대답을 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What’s your favourite place?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시장입니다. 

My favourite place is the market. 

 

당신은요? 

How about you? 

 

저는 레스토랑이 제일 좋습니다. 

Mine is the restaurant. 

 

Presenter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전체 대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Sian  

Hi Phil, what’s your favourite place? 

 

Phil 

My favourite place is the market. How about you? 

 

Sian 

Mine is the restaurant.  

 

Presenter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알려줄 수 있으시죠?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와 함께 연습해보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 또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