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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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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영어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 번 들어볼까요?  

 
Shop Assistant 

That’s 9.99 please.  

 
Tony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Shop Assistant 

Yes. Sign here please. 
 

Tony 
Thank you.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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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먼저 가게 점원이 토니에게 ‘ That’s 9.99 please’ 라 말함으로써 총 지불해야 할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이야기 할 때에는 소숫점 앞 뒤 두개의 숫자를 각각 따로 말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12.99 는 ‘twelve ninety nine’ 20.50 은 ‘twenty fifty’ 입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That’s 9.99 please. 

 
Presenter 

그 다음으로 토니는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될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현금 카드로 내고 싶으시다면 ‘Can I pay with a debit card?’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내시려면 ‘Can I pay with cash?’ 라고 말하면 됩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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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그러자 가게 점원은 ‘네 이곳에 서명해주세요’ ‘Yes. Sign here please’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겠습니다. 

 

Yes. Sign here please. 
 

Presenter 

가게를 떠나기 전, 토니는 점원에게 ‘고맙습니다’ ‘Thank you’ 라고 말했어요. 가게를 떠날 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봅시다. 

 
Thank you. 

 

Presenter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방금 연습한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That’s 14.99 please.  
Can I pay with cash? 

Yes. Here’s your receipt and change 

Thank you. 
 

That’s 19.99 please.  
Can I pay with a debit card? 

Yes. Sign here please. 

Thank you. 
 

Presenter 

어떠셨나요? 조금 더 연습해볼까요? 다음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이번엔 문장마다 두 번씩 

들을거에요.  

 
That’s 9.99 please. 

That’s 9.99 please.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Yes. Sign here please. 
Yes. Sign here please. 

 

Thank you. 
Thank you.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이번엔 한국말을 듣고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럼 총 9.99 가 되겠습니다. 

That’s 9.99 please.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될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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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곳에 서명해주세요. 

Yes. Sign here please. 

 

고맙습니다. 

Thank you.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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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Assistant 

That’s 9.99 please.  
 

Tony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Shop Assistant 
Yes. Sign here please. 

 
Tony 

Thank you. 

 
Presenter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 모두 

연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친구에게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를 물어보시고 함께 연습해보세요. 그럼 

다음 이시간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 또 만나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