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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에서 각종 식료품을 살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감자를 사고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Dan 

How can I help you? 

 

Lisa  

Hi, can I have a kilo of potatoes? 

 

Dan 

Here you are. That’s £1.00.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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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How can I help you?’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가게나 식당, 시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How can I help you?  

 

손님은 감자 ‘potato’ 1 킬로 ‘kilo’ 를 부탁합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Hi, can I have a kilo of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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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양파 ‘onion’ 그리고 토마토 ‘tomato’ 같은 채소 ‘vegetable’ 을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a kilo of onions? 

 

Can I have a kilo of tomatoes? 

 

Presenter 

또한 오렌지 ‘orange’ 나 바나나 ‘banana’ 같은 과일 ‘fruit’ 를 부탁 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a kilo of oranges? 

 

Can I have two kilos of bananas? 

 

Presenter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감자를 주며 여기에 있어요 ‘here you are’ 라고 말합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Here you are.  

 

Presenter 

그리고 손님에게 이것은 1 파운드 입니다, 가격이 ‘£1.00’ 임을 알려 줍니다. 

 

That’s £1.00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고파는 대화를 들어 보겠습니다. 

듣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저스틴은 양고기 ‘lamb’ 을 삽니다 

 

How can I help you? 

Hi, can I have two kilos of lamb? 

Here you are. That’s £15.00 

 

니콜은 피망 ‘peppers’ 를 삽니다. 

 

How can I help you? 

Can I have a kilo of peppers? 

Here you are. That’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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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어 문장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How can I help you? 

 

Can I have a kilo of potatoes? 

 

Here you are.  

 

That’s £1.00.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이번엔 한국말을 듣고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감자 1 킬로그램을 살 수 있을까요? 

Can I have a kilo of potatoes?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1 파운드 입니다 

That’s £1.00 

 

 

Presenter 

매우 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대화내용을 듣고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Dan 

How can I help you? 

 

Lisa  

Hi, can I have a kilo of potatoes? 

 

Dan 

Here you are. That’s £1.00. 

 

Presenter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가게에서 영어로 각종 식료품을 사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잘 기억하신 후에 친구와 함께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