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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질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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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서로의 

나이를 묻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ina  

How old are you? 

 

Tom 

I’m thirty-five. How about you? 

 

Gina  

I’m twenty-three.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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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먼저 지나가 톰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How old are you? 하고 물었습니다. 듣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Insert 

How old are you? 

 

Presenter 

톰은 “저는 서른 다섯입니다” “I’m thirty-five”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이를 이야기할 때 

“I’m…”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뒤에 붙는 숫자는 쉽습니다. 11 eleven과 12 twelve 다음 부터는 

숫자들이 ‘teen’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1 부터 19 까지 숫자를 읽어보면  

 

Insert 

십일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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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Twelve  

십삼 Thirteen  

십사 Fourteen  

십오 Fifteen  

십육 Sixteen  

십칠 Seventeen  

십팔 Eighteen  

십구 Nineteen   

   

 

Presenter 

25 를 표현하려면 20 ‘twenty’와 5 ‘five’를 합해 ‘twenty-five’라 말합니다. 47 을 표현하려면 사십 

‘forty’와 7 ‘seven’를 합해 ‘fourty-seven’이라 하고요. 그래서 20 부터 90 까지의 숫자를 읽어보면 

 

Insert 

이십 Twenty  

삼십 Thirty  

사십 Forty  

오십 Fifty  

육십 Sixty  

칠십 Seventy  

팔십 Eighty  

구십 Ninety  

 

Presenter 

톰은 “저는 서른 다섯입니다” “I’m thirty-five”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Insert 

I’m thirty-five. 

 

Presenter 

톰은 같은 질문을 친구에게 되묻기 위해 ‘당신은요?’ ‘How about you?’하고 물었습니다.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Insert 

How about you? 

 

Presenter 

마지막으로 지나는 톰에게 그녀가 스물셋이라고 ‘I’m twenty-three’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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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m twenty-three. 

 

Presenter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을, 대화내용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How old are you? 

I’m fifty-eight. How about you? 

I’m seventy-four. 

 

How old are you? 

I’m forty-two. How about you? 

I’m twenty-six. 

 

Presenter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어문장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Insert 

 

How old are you? 

 

I’m thirty-five. How about you? 

 

I’m twenty-three. 

 

Presenter 

훌륭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문장을 듣고 영어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How old are you? 

 

저는 서른 다섯입니다. 당신은요? 

 

I’m thirty-five. How about you? 

 

저는 스물셋입니다. 

 

I’m twenty-three. 

 

Presenter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대화를 듣고 오늘의 핵심 표현들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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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a 

How old are you? 

 

Tom 

I’m thirty-five. How about you? 

 

Gina  

I’m twenty-three. 

 

Presenter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서로 나이를 물어볼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친구에게 영어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