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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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 묻는 표현들을 배워 보겠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Phil 
Hi Sian.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Sian  
I usually eat porridge for breakfast. What about you? 
 
Phil 
I always eat fruit. 
 
Presen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대화를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아침식사 ‘breakfast’ 로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 

번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Presenter 
두 번째 사람은 보통 ‘usually’ 오트밀로 만든 죽인 ‘porridge’ 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eat porridge for breakfast.  
 
Presenter 
항상 ‘always’ 혹은 가끔 ‘sometimes’ 먹는다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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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ways eat porridge for breakfast.  
 
I sometimes eat porridge for breakfast.  
 
Presenter 
이 후에 Sian 은 Phil 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물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싶다면 ‘당신은 어때요?’ ‘What about you?’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What about you?  
 
Presenter 
필은 항상 ‘always’ 과일 ‘fruit’ 를 아침식사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I always eat fruit.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듣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롭은 점심식사로 주로 생선 스튜 ‘fish stew’ 를 먹습니다. 니콜은 주로 닭고기 ‘chicken’ 과 밥 ‘rice’ 

를 먹습니다. 
 
Hi Rob. What do you eat for lunch? 
I usually eat fish stew for lunch. How about you?  
I usually eat chicken and rice. 
 
헤더는 주로 양고기 ‘lamb’ 을 저녁식사 ‘dinner’ 로 먹고, 닉은 채소 ‘vegetable’ 를 주로 먹습니다. 
 
Hi Heather. What do you eat for dinner? 
I always eat lamb for dinner. What about you? 
I usually eat vegetables. 
 
Presenter 
좋습니다. 이제 영어 문장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 볼게요.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I usually eat porridge for breakfast.  
 
What about you?  
 
I always eat fruit.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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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셨습니다. 이번엔 한국말을 듣고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전 주로 아침에 포리지를 먹어요. 
I usually eat porridge for breakfast.  
 
당신은 어떠세요? 
What about you? 
 
전 항상 과일을 먹습니다. 
I always eat fruit..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대화내용을 듣고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Phil 
Hi Sian.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Sian  
I usually eat porridge for breakfast. What about you? 
 
Phil 
I always eat fruit. 
 
Presenter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주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것을 잊지마시고 연습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영어로 자신이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