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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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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네 번의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을 대화 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Shop assistant: Can I help you? 

Phil:   Yes, do you have this in size 9? 

Shop assistant: Yes, we do. 

Phil:    How much is it? 

Shop assistant: That dress is £40.00. 

Phil:   Is this on sale? 

Shop assistant: Yes, the sale price is £40.00 

Phil:    Great, I’ll take it! 

Shop assistant: That’s £40.00 please. 

Phil: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Shop assistant: Yes. Sign here please. 

Phil:   Thank you. 

 

Presenter 

대화 내용을 이용해 연습해봅시다.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담깐 드릴게요. 그리고 들려드리는 답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표현과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가게 점원은 어떤 표현을 이용해 손님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나요? 

 

Can I help you? 

 

Presenter  

잘하셨어요! 다음으로, ‘네, 이거 사이즈 9 크기로도 갖고 계신가요?’ 를 어떠헤 말하나요? 

 

Yes, do you have this in size 9? 

 

Presenter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를 영어로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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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o. 

 

Presenter 

이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How much is it? 

 

Presenter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그 드레스는 40 파운드입니다 라고 한 번 말해보세요. 

 

That dress is £40.00. 

 

Presenter 

다음으로, ‘이거 현재 할인중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Is this on sale? 

 

Presenter 

훌륭해요. 이번엔 ‘네, 할인 가격이 40 파운드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Yes, the sale price is £40.00. 

 

Presenter 

이제 ‘좋아요! 그걸로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Great, I’ll take it. 

 

Presenter 

이제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Presenter 

그 다음에 점원은 손님에게 영수증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Yes. Sign here please. 

 

Presenter 

어떠셨나요 조금더 연습해볼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siz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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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is it? 

 

That dress is £40.00. 

 

Is this on sale? 

 

Great, I’ll take it!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Yes. Sign here please. 

 

Presenter 

좋습니다. 이제 전체 대화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이 답변 하신 것을 확인해 보세요. 

 

Shop assistant: Can I help you? 

Phil:   Yes, do you have this in size 9? 

Shop assistant: Yes, we do. 

Phil:    How much is it? 

Shop assistant: That dress is £40.00. 

Phil:   Is this on sale? 

Shop assistant: Yes, the sale price is £40.00 

Phil:    Great, I’ll take it! 

Shop assistant: That’s £40.00 please. 

Phil: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Shop assistant: Yes. Sign here please. 

Phil:   Thank you. 

 

Presenter 

잘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건을 다른 크기로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할인 중에 

있는지,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돈을 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도 배웠습니다. 잊지 않고 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