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LEARNING ENGLISH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새로운 만남:  

무슨일을 하세요?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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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에서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승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두사람이 각자의 직업을 알아보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Amanda  

Hi James, What do you do? 

 

James 

I’m an engineer. How about you Amanda? 

 

Amanda 

I’m a farmer.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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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사람은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즉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Insert 

What do you do?  

 

------------------------- 

Presenter 

그 다음엔 두번째 사람이 자기 직업이 ‘engineer’ 엔지니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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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지 말할때에는 ‘I’m’ 그리고 그 직업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Insert 

I’m an engineer.  

------------- 

 

Presenter 

그리고 두번째 사람이 첫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질문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한번 질문하고 싶으실때에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Insert  

How about you?  

------------------ 

 

Presenter 

첫번째 사람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I’m’ 이라고 말한 뒤에 ‘a farmer’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Insert 

I’m a farmer.  

 

Presenter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들을, 대화내용를 들어보면서 다시한번 

체크해보세요. 

Claire는 선생님 ‘a teacher’ 그리고 Alice는 영업사원인 ‘salesperson’ 입니다. 

 

Hi Claire, what do you do? 

 

I’m a teacher. How about you Alice? 

 

I’m a salesperson. 

 

 

Presenter 

Mark는 빌더 ‘a builder’ 그리고 Pete는 의사 ‘a doctor’ 입니다. 

 

Hi Mark, what do you do? 

 

I’m a builder. How about you Pete?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7 

bbclearningenglish.com Page 3 of 4 

 

 

I’m a doctor.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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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 

 

Hi James, What do you do?  

[pause] 

 

I’m an engineer.   

[pause] 

 

How about you, Amanda?  

[pause] 

 

I’m a farmer.  

[pause] 

 

Presenter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문장을 듣고 영어로 대답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James 무슨일하세요? 

 [pause] 

Hi James, What do you do? 

 

저는 엔지니어 입니다  

[pause] 

I’m an engineer. 

 

Amanda 는 어떠세요?  

[pause] 

How about you, Amanda? 

 

저는 농부입니다.  

[pause] 

I’m a farmer.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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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James, What do you do? 

 

James 

I’m an engineer. How about you Amanda? 

 

Amanda 

I’m a farmer. 

 

Presenter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친구에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Everyday English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