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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Action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맞고 있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 저희 쇼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하우스메이트, 집을 같이 사용하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어하는지 알아보고, 그 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Phil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Phil 

Hi Kee and hello everyone. 

 

Kee 

Phil, 새로운 하우스메이트가 생기셨죠? 어때요? 

 

Phil 

He seems really nice – the last one was a nightmare!  

 

Kee 

이 분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Phil 

Questions, Kee. I asked a lot of questions to make sure they’d be the right person to live 

with…. And that’s what today’s programme is about – I asked London, “what questions 

would you ask a new flatmate?” Here are the responses: 

 

Voice 1: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family like?  

Voice 2: Do you have any pets?  

Voice 3: Are you a party animal? 

 

Some good getting to know you questions there – it’s good to know a bit about somebody if 

you are going to live with them! 

 

Kee 

자 그럼 질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젔는지 살펴볼게요. 간단한 예를들어 Are you a party animal? 

혹은 Do you have any pets? 이렇게 조동사 are와 do로 시작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형태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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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Yes, that’s fine when you just want yes or no as an answer – but what about when you want 

to know a bit more?  

 

Kee 

네 그럴 땐 의문사를 사용하는데요, 예를들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조동사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때는, 너는/무엇은 어때 라는 

의미인 is lik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너의 가족은 어때? 라고 물어볼 땐 What is your 

family lik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Phil  

Ok, it’s probably a good idea to find out more about what a new flatmate likes doing.  

 

Voice 1:  Where do you like to go after work? 

Voice 2: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Voice 3:  Do you like to host people to stay, or do you like to go over to other 

people’s houses? 

  

Phil 

All things that it’s important to know – it’s good to find out if you like the same things. 

 

Kee 

네 여기에서 몇가지 의문사를 들을 수 있었죠. 우선 Where do you like to go after work? 

일끝나고 주로 어디를 가세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시간이 남을 땐 주로 

뭐하세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Phil 

Were there any new question types?  

 

Kee 

네, 세번째 사람은 두 가지의 네, 아니요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Do you 

like to host people to stay, OR do you like to go over to other people’s houses?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할 경우엔 ‘or’ ‘또는’ 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Phil 

Ok, so as well as knowing whether people like a party or not, a lot of people were quite 

interested about whether a flatmate would clean up afterwards: 

 

Voice 1:   Describe what a clean flat looks like to you. 

Voice 2:   On a scale of 1-10, how tidy are you? 

Voice 3: What’s your opinion on wash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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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mportant things to find out. Maybe because you don’t want to live with someone much 

more untidier than you or maybe because it’s not good to live with someone who’s much 

more tidier than you. 

 

Kee 

몇가지 새롭게 질문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질문의 형태라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아파트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describe’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다음에 두번째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일에서 십까지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네요. 

 

Phil 

What did the last person mean by “What’s your opinion on washing up?” 

 

Kee 

네 ‘What’s your opinion’너의 의견은 어때? 라는 말은 사실 What do you think about?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결국 누군가에게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Phil 

OK Kee, we’re nearly out of time. Do you want to end the programme? 

 

Kee 

Yes, I think so. 네 오늘은 질문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면서 연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English in Action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