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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1)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아임 그랫-투 미츄. 

May I have your name?  이름이 뭐니?/ 이름 좀 물어

봐도 돼요?

매야이 해뷰얼 네임?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출신이 어디니?

웨어러유 프롬?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니?/한국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하우롱 해뷰비닌 코리아?

How are you?  잘 지냈어?/어떻게 지내니?

하와유?

Welcome back to Korea. 한국에 다시 온걸 환영합니

다.

웰큼-백투코리아.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얼마나 머물 계획이니?/얼마나 머무실 계획이세요?

하우롱어유 플래닝투스태이?

I'm here on vacation.

휴가차 여기 왔어./휴가차 이곳에 왔습니다.

아임 히여론 붸케이션.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2)

1.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예요?   

뭐해서 먹고 사냐?

   ====와듀 두포러리빙?====

2. Are you making progress?   일은 잘 돼가나요?  

 일은 잘 진행되고 있니?

   ====아유 메킹 프롸그뢰스?==== 

3. Do you have a job available for me?   나한테 

맞는 직업 좀 있냐?

   ====듀해붜쫘버베러블풔미?====

4.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job?      직업을 

바꾸실 건가요?

   ====아유거너체인쥬얼좝?====

5. How is your business going?   사업은 어때?   

사업은 잘 돼가나요?

   ====하위쥬얼비지니스고잉?====

6. Where are you working now?    지금 어디서 근

무하십니까?

   ====웨어류웍킹나우?====

7.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work?  퇴근후에 

무엇을 주로 하나요?  

   ====왓듀유주얼리뒈프터웤?====

8. What sports are you good at?   무슨 운동을 잘

하십니까?

   ====왓스폴차유굳엣;?====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3)

1. I'm glad to hear that   

   그렇게 말하니 기쁘군요.   그말을 들이니 좋군!

   암글랫투혈댓.

2. It's my pleasure.   

   제가 기쁘네요.   내가 좋아서 한건대 뭘.

   이츠마이플래슈어

  
3. You've really been a big help.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윱뤼열리비너 비켈프.

4. Thank you.   땡(th)큐

5. You're welcome.   천만에   유아월끔.

6. I'll never forget you.   널 못잊을 거야.

   아일레붤  포게츄.

7. This is a little present for you. 조그만 선물이야.

   디시저 리를프뤠즌ㅌ포유.

8. I'm flattered.   과찬이세요.

   암~플(f)랫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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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 I wan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to study English.    

Teacher : I'm glad to hear that.          

James   : You've really been a big help.      

Teacher : You know, you are good at 

   learning languages.          

James   : Thank you for giving me a lot of 

   confidence all the time.

Teacher : It's my pleasure. 

James : Thank you for helping me in Korea.  

Sandy : My pleasure.        

James : This is a little present for you.  

 I'll hope you'll like it.

Sandy : Wow! Thank you.        

James : You're welcome.   

 I'll never forget you, Sandy.          

Sandy : I'll never forget you, 

either you're such a great guy.

James : I'm flattered.
        

J: 영어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 그랬다니 기쁘구나.

J: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선생님

T: 자네가 언어방면에 소질이 있는거 아나? (자네는 

언어방면에 소질이 있어.)

J: 항상 저에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시니 고맙습니다.

T: 별말을 다하는 구나, 

J: 한국에 있는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T: 내가 좋아서 한 일인대 뭘.

J: 이건 조그만 선물이야.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T: 오우! 고마워.

J: 천만에, 널 못잊을 거야 샌디

T: 나역시 널 못잊을거야,  넌 참 좋은 남자(녀석)야.

J: 낯뜨겁다 야.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4)

    에즈퀵끌레즈파쓰블.......

1. Can you help me?   도와주시겠습니까?

   캔유헬미?

2. Where do you want to go?    

   웰쥬원투고?

3. I'm looking for the post office.   

   암루킹풔더 포스토퓌스

4. Turn left and it will be on your right

   왼족으로 돌아가시면 오른쪽에 있을겁니다.

   턴레프(f)탠 이륄비~온유월~롸픗

5.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   

   쿠쥬스피꺼~리를뭐슬로~리?

6. No problem.   그럼요. 문제없지요.

   노프롸~브름

7. Could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gas station is? 

  가장 가까운 주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쿠쥬텔미~   웰더니어뤼스트~깨스~태이셔니즈?

8. Let me see.    잠깐만요..잠시만 봅시다...

   랜미씨.....

James : Excuse me, can you help me?  I got lost.  

익스큐즈미, 캔유헬미?      아이갓로스트.

        

Sandy : Sure. Where do you want to go? 

그럼요,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데요?

        슈얼, 웰쥬원투고?

JAmes : I'm looking for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찾고 있습니다.

        암루킹풔~더포스토퓌(f)스

Sandy : Turn left and it will be on your right.  

You can't miss it.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에 있을거예요.    

찾을 수 있을겁니다.

        턴래프(f)탠~일륄비~온유월롸

Sandy :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 

좀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쿠쥬스피꺼 리를뭐슬로리?  

        

James : No problem. Would(Could)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gas station is?

         노프롸브럼. 우쥬텔미~웰~더니얼뤼스트 깨~

스태이셔니~즈?

Sandy : Let me see.  잠깐만요.

      Ah, go this way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아, 이길로 가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랜미씨,    아~, 고~디쒜이앤~턴롸이댓떠코눠.

James : Thank you. You're very kind.   

        땡큐. 유아붸(v)뤼카~인ㄷ.

Sandy : You're welcome.     천만에요.

        유아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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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5)

1.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아유인터뤠스티딘 러닝잉글리쉬?

2.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someday. 

    아이워너비언~잉글리쉬티쳐~썸데이?

3. Can you speak any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캔유스피~께냐덜 랭귀쥐스?   

4. It's very tough.  정말 어렵습니다.

   이~츠붸(V)어리 터프(f).

6. I Couldn't agree more.  

   저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쿠든~터그뤼모얼.

6. What's your opinion?   

   와츄어~로피년?

7. You have to enjoy losing face.    

   체면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

   유헵~튄조이~루징페(f)이스

8. Absolutely. 물론이지요. 

   앱쏠틀리.

James :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영어공부에 관심 있습니까?        

      아유인터뤠스티딘러닝잉글리쉬?                

Kim   : Sure.  really want to speak English well.

        그럼요,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슈얼, 아이뤼열리워너 스피킹글리쉬 웨얼.

JAmes :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합니까?

        와이듀~워너~러닝글리쉬?

Kim : Well,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someday.

        글쎄요, 언젠가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군요.  

        웰, 아이워너비언~잉글리쉬티쳐~썸데이.

James : Oh, I see. Can you speak any other languages?

        아, 알겠어요. 다른언어는 구사할줄 아시나요?  

        오우, 아이씨. 캔유스피~께니아덜~랭귀쥐스?

Kim   : I can speak a little French, 

but it's very tough.

        불어를 약간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캔 스피커리를 프(f)렌취, 버리츠 붸(v)어리터프(f).

Sandy : I think the best way to know other 

cultures is to learn the languages. 

    What's your opinion?       

 저는 다른 문화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띵(th)더베스퉤이~투노우아덜컬춰~

시즈투런더랭귀쥐스.  와츄어로피년?          

James : I couldn't agree more.  물론 동감합니다.   

          아이 쿠든 테그뤼 모얼.

Sandy : What do you think the best way is

 to learn foreign languages?        

        왓듀띵더베스퉤이~즈투런풔(f)륀랭귀쥐스?

James : I think you have to enjoy losing face first.

        체면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띵크~유헵튄조이루징페이스~퍼스트.

Sandy : You're right.     

The confidence is very important.         

James : Absolutely!      물론입니다.       

        앱쏠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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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6)

1. What cities have you been to in Korea?

   한국에서 어떤 도시에 가봤습니까?  

   와씨리즈~헤뷰빈튄~코뤼아?

2. What did you think of it?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왓디쥬~띵(th)코븻?

3. I was very impressed.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이워즈붸(v)~림프뤠스드.

   

4. Was there anything that made you embarrassed?

   당신을 난처하게 만든일이 있었습니까?

   워즈데(th)여레니띵(th)댓(th)메이듀엠버뤠스드?

5. I don't know what to say.뭐라 말해야 할 지 모르

겠습니다.

   아이돈노~와투쎄이.

6. Don't worry. 염려 붙들어 매.   돈워리.

7. You'll get used to taking exams in no time. 

   시험제도에 금방 적응하게 될겁니다.

   유윌게류스터~테이킹이그젬~씐노타임.

8. Cheer up!   힘내! 

   취여업!

Ho-Jin : What cities have you been to in Korea?  

         한국의 어떤 도시에 가봤냐?   

         와씨리즈~헤뷰빈튄~코뤼아?                

Sandy  : I've been to Pusan.   부산에 가봤지.

         아입(v)빈투푸산.

Ho-Jin : What did you think of i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니?

         왓디쥬~띵(th)코코븻?

Sandy  : I was very impressed. 

      There were a lot of interesting things there.

      People were also very friendly.         

         아주 인상깊더라, 흥미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던데.        

  아이워즈붸림프뤠스드.

  데(th)열~워러랏로~뷘(v)터뤠스팅띵(th)~즈데(th)열.

Ho-Jin : Was there anything that made 

you embarrassed?   

       워즈데(th)여레니띵(th)댓(th)메이듀엠버뤠스드?

Sandy  : Hmm...People sometimes stared at me. 

         I don't like being stared at.     

        음...사람들이 자꾸 빤히 쳐다보더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싫거든.

         흠...피플썸타임~스테열댄~미.

         아이돈롸잌~빙스테열~댓.

         

Ho-Jin : How was your exam?         

         시험 어땠냐?

         하~워쥬얼~이그젬?

                

Sandy  : I don't know what to say.

         It was very difficult.

         This was my very first exam in Korea.   

      

         할말을 모르겠다.

         되게 어려웠어.

         한국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거들랑.

         아이돈노~와투쎄이.

         이뤄즈붸리디퓌컬트.

         디스워즈~마이붸리~풰스티그제민~코리아.

Ho-Jin : Don't worry.  

       You'll get used to taking exams in no time. 

       염려 붙들어 매.  얼마 좀 있으면 시험에 익숙하게 

     돈워리.   유윌게류스터~테이킹이그젬~씐노타임.

Sandy  : I hope so. But, I think I need 

some more time  to get used to it.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야

         아이홉소우.

         벗라이띵~카이닏 썸뭘타임~투겟류스터잇.

Ho-Jin : Cheer up!

Sandy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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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7)

1.May I speak to James?   제임스씨 부탁합니다.

  메야이스픽투~제임스?(끝을 올려요.)  

2.Who's calling?  

  후즈 콜링?(끝을 올리지 마세요.)

3.Did you get a good sleep last night? 

  지난 밤 잘 주무셨어요? 

  디쥬게러굿슬립~라스~나이트?(끝을 올리세요.)

4.Are you feeling okay now?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ㄹ유퓔(f)링오케이~나우?(끝을 올리고 f발음 정확히)

5.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와라유두잉나우?(끝 올리지 마세요.)

6.Why are you so busy?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와여유쏘~비쥐?(끝 올리지 마셔요.)

7.I'm supposed to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암써포~즈드투클린~마이룸.

8.I'd like to have dinner with you tonight. 

  오늘밤 당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드라잌투헵디널~위쥬투나잇.

Sandy : May I speak to James?         

James : Speaking. Who's calling? 

        접니다. 누구시죠?

Sandy : This is Sandy. 디(th)시즈쌘디.  

        Did you get a good sleep last night? 

        쌘디예요. 지난 밤 잘 잤어요?

                

James : Yes. I did. Thanks for asking. 

        네. 안부 고마워요. 

        예~싸이디드. 땡(th)스풔뤠스킹.

Sandy : I heard that you caught a cold. 

        Are you feeling okay now? 

        감기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이헐댓~유컷러콜~드.

        

James : Yes. I'm geting better. Thanks for calling. 

        네. 좋아지고 있어요.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요

        예~싸임~게링베럴.

        땡스포콜링.

Sandy : You're wellcome. 

        별말씀을요. 

Sandy : What are you doing now? Are you free? 

        지금 뭐하고 있니? 시간있니? 

        와라유 두잉나우? 아유프(f)뤼?      

James : Sorry. I'm very busy right now. 

        미안해. 지금 너무 바빠.

        쒀리. 암~붸어리비쥐~라잇나우.  

Sandy : Why are you so busy? 

        뭐가 그렇게 바쁘니? 

       

James : I'm doing my homework. 

       After that, I'm supposed to clean my room. 

     숙제해야해. 그 다음에 방 청소하기로 되어 있어. 

        암두잉~마이홈워억.

        애프터댓, 암서포~즈드투~클린마이룸.

Sandy : Well, I'd like to have dinner with you tonight. 

        But, you can't, can you? 

      그래, 오늘 밤에 너랑 저녁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안되겠구나. 그렇지? 

        웰, 아이드롸잌투헵디널~위쥬투나잇.         

        뻐류캔트, 캔뉴?(끝을 올려요.)

James : I'm sorry. How about tomorrow? 

        미안해. 내일은 어때? 

       암쒀리. 하워밧~투뫄로우?

Sandy : OK. I'll call you later then.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할께. 

        오케이. 아일콜유~레이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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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퀵끌레즈파쓰블.............

영문표현을 지우고한글발음을 읽으며 영문을 완성해 보세요.

1.How come you look so tired?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하우컴~유룩~소타이얼~드?(끝을 내리시고..)

2.I'm nervous.   걱정스러워서요. 

  암~너ㄹ붜(v)스.

3.Take it easy.  걱정하지 마세요.

  테이키리~지.

4.Take care of yourself.  건강 조심하세요.

  테이~케여러뷰얼셀프(f).

5.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커피나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우쥴롸잌썸커표알~티?(끝을 올리시고..)

6.No, thank you.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노우, 땡(th)큐.

7.I'm working on it.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임워ㄹ킹오닛.

8.You really did a good job.  정말 잘 하셨습니다.

  유뤼열리~디~더굳잡

Sandy : Hi, James. How are you?       

James : So so.      

Sandy : You look tired.

        How come you look so tired? 

        피곤해 보여.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James : I have the final exam tomorrow.

        I studied hard, but I don't think. 

        I'm ready for that yet. I'm nervous.

        내일 기말고사가 있잖아. 

        그런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걱정이야.

        아이헵더퐈이널~리그젬투뫄로우.

        아이스터디달~드, 버라이돈띵~크.

        암뢰디포덴(th)~옛. 암너ㄹ붜~스

Sandy : Take it easy. 

        You know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ake care of yourself.

        걱정하지마.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조심해.

        테이키리리.

        유노헬씨즈~뭘임폴턴~대네니띵엘즈. 

        테이~케여로뷰얼셀프.

James : Thanks.       고마워.

Sandy :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커피나 차 한 잔 할래?

James : No, thank you. I'm a little bit busy now.

        고맙지만 지금은 좀 바빠.

        노, 땡큐, 아미머~리를비비쥐나우.

Sandy : I see. What are you doing now?

        알겠어. 뭐하고 있니?

        아이씨, 아라유두잉나우?

James : Well, I'm preparing my English presentation.  

        그래. 난 영어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웨얼, 아임프뤼페열링~마~잉글리쉬프뤼젠테이션.

Sandy : It's hard, isn't it?어렵겠다.        

        이츠할~드, 이즈닛?

James : Yes. So, I'm still working on it. 

        응,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

        예~쏘우, 아임스틸워ㄹ킹오닛.

Sandy : Can I see it?    내가 봐도 될까?    

        캐나이~씨잇?

James : Yes. Here it is. But it's not finished yet.

        그래. 여기 있어. 아직 완전한 건 아닌데...

        예씨~혈~리리즈. 버리츠낫~퓌니쉬&#46011;.

Sandy : Wow! You really did a good job.

        와! 정말 잘 했네.

        와우! 유뤼열리~디~더굳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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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크나이드~풔ㄹ유?

   

2.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암~저스루킹어~롸운드.

3. Can I try it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캐나~이트롸이론?(끝을 올리시고..)

4. It suits you well.   잘 어울리는 군요.

   잇~슈츄웰.

5. You look really sharp!   정말 멋져 보입니다!

유룩~뤼열리~쉬야ㄹ프(좀 빠르게사실 샤프가 아니거든요)

6. Do you exercise?운동하시나요?

   듀~썰싸~이즈? (끝을 올리세요..)

7. You should exercise.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슏~에썰싸~이즈.

  (정확하게 표현할 순 없겠지만 흉내는 됩니다.)

8. It's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이츠구~풔(f)류어헤~엘쓰(th).(끝을 내리세요.)

 

Clerk : Hello. 와크나이드~풔ㄹ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andy : 암~저스루킹어~롸운드.

        그냥 구경하는 중이예요.

        

Clerk : If you need my help, just call me.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이퓨(f)&#45775;마이헬ㅍ, 저쓰콜미.

Sandy : Thanks. 캐나~이트롸이론?

        고마와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lerk : Sure.

        There is a changing room over there.

        물론이죠. 저쪽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슈얼. 데(th)어뤼저~췌인징룸~오~붜(v)데(th)열.

              대얼저~췌인징룸~오~붜데열.

        

Sandy : Thanks.

        고맙습니다.

Clerk : 잇~슈츄웰.

        잘 어울리네요.

Sandy : Really? Then I'll take it. 

        정말요? 그럼 이걸로 할께요.

        뤼열리? 데(th)나일~테이킷.

James : Hi, Sandy. Do you have a class today?

        안녕, 쌘디. 오늘 수업있니?

        하이, 쌘디. 뒤유헤~붜클래쓰~투데이?

(끝을 올리세요)

Sandy : Yes. I have one. 예스. 아헤~붠;.

        By the way, 

       유룩~뤼열리~쉬야ㄹ프~투데이!(끝을 내리세요) 

        그래. 하나 있어.

        근데, 너 오늘 멋져 보인다!

James : Thanks. By the way,  듀~썰싸~이즈? 

(끝을 올리세요..)

        고마워. 근데, 너 운동하니?

Sandy : I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    

        아에썰싸~이즈~뢰규럴리.

James : All right.

        그래. 올~롸잇.

Sandy :  유슏~에썰싸~이즈.,투.

        이츠구~풔(f)류어헤~엘쓰(th)

        너도 운동하도록 해라.

        건강에 좋아.

         

James : I think I'll jo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조깅할까 생각해.

   

        아이띵(th)카일조~게브뤼모~ㄹ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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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퀵끌레즈파쓰블...   순전 회화체 표기입니다.

한글발음을 읽으며 영문을 완성해 보세요...

1. What's the matter?  뭔 일 있니?

   와쓰더매럴?

2. I'm just in a bad mood.  그냥 기분이 좀 안좋아. 

   암~저스티너밴무~드.

3. How about going shoping together?

   같이 쇼핑하러 갈래?

   하워밧~고잉쉬야핑~투게럴?

4. That's a good idea.  참 좋은 생각이다.

   대(t)~츠어~구라이디어. 

5. I have a terrible headache.  머리가 되게 아프네.

   아이헤붜~테뤄블헤데이크.

6. Take these pills after meals. 

   식사후에 이 약 먹어.

   테익디즈필~줴프털밀~즈.

7. Take some rest.  좀 쉬어라.

   테익썸뤠스트.

8. I'll keep that in mind.   명심할께.

   아일키큅~대릿마~인드. 

James : 와쓰더매럴?

        뭔 일 있니?

Sandy : I don't know.

        암~저스티너밴무~드.

        몰라, 그냥 기분이 않좋아.

James : 하워밧~고잉쉬야핑~투게럴?

        쇼핑하러 같이 갈래?

Sandy : 대(t)~츠어~구라이디어. 

        Thanks a lot.(땡(th)~썰랏)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

James : Not at all. (나~래롤.)

        천만에

Sandy : I'm feeling better already.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암~퓔(f)링베럴~올뤠디.

Dr.Kim : What's the problem?

         어디가 아프시죠?

         와쓰더~프롸~블엄?

Sandy  : 아이헤붜~테뤄블~헤데이크.

         I can't even move.

         (아이캐니븐(v)~무~브(v))

         머리가 심하게 아프네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Dr.Kim : 오케이. 테익디즈필~줴프털밀~즈

         앤~테익썸뤠스트.

         그럼, 식사후에 이 약을 드시고,

         좀 쉬도록 하세요.

Sandy  :  아일키큅~대릿마~인드.  

         When should I come and see you again?

          

         명심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와서 뵈면 되죠?

         웬슈~다이커맨~씨유~겐?

Dr.Kim : This Friday.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Sandy  : Thanks Dr. Ki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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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기본회화 100문장(11)

에즈퀵끌레즈파쓰블...   순전 회화체 표기입니다.

한글발음을 읽으며 영문을 완성해 보세요...

1.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메야이~테이큐어~로더?

2. I haven't decided yet.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븐~디싸~이디옛.

3. Take your time.  천천히 결정하세요.

   테이큐얼타~임.

4. What's today's special?  오늘의 특별요리가 뭐죠?

    와츠~투데이~스페셜?

5. How would you like it?   어떻게 익혀 드릴까요?

   하우쥴라이킷?

6. Would you like some dessert? 

   디저트 드시겠습니까?

   우쥴라잌~썸~디절~트?

7. I've had enough.   배부르군요.

   아이브해디너프(f). 

8. Could you give me the check, please?

   계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쿠쥬~김미더체ㅋ~플리즈?

Waiter :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메야이~테이큐어~로더?

Sandy  : Oh, sorry. 아이븐~디싸~이디&#46011;.

         Could you give me a second?

         오, 미안합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네요.

         잠시후에 주문하면 안될까요?

         오우, 쏴리, 아이븐~디싸~이디&#46011;.

         쿠쥬김며쎄컨~드.

Waiter : Sure. 테이큐얼타~임.

         물론이죠, 천천히 시키세요.

Sandy  : Thanks.

         By the way, 와츠~투데이~스페셜?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의 특별요리가 뭐죠?

         땡스. 바이더웨이, 와츠~투데이~스페셜?

Waiter : Shrimp spaghetti.

         새우 스파게티입니다.

         쉬륌~쓰빠게리.

Waiter :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제 주문하시겠어요?

         아유뢰디토~더?

Sandy  : Certainly, I'll have steak.

         그럼요, 스테이크로 할께요.

         썰튼리, 아일헵스테잌;.

Waiter : 하우쥴라이킷?

         어떻게 드시겠어요?

Sandy  : Medium rare, please.

         (later)

         보통으로 익혀 주세요.

         (잠시후에)

         미~듐뢰열, 플리즈.

         (레이럴)

Waiter : 우쥴라잌~썸~디절~트?

         디저트를 드시겠어요?

Sandy  : No, thank you. 아이브해디너프(f). 

         쿠쥬~김미더체ㅋ~플리즈?

         아니오, 고맙습니다. 배부르군요.

         계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Waiter : Sure.(슈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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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기본회화 100문장(12)

1. Can I make a reservation?

   예약할 수 있을까요?

   캐나이메이꺼~뢰졀붸이션?

2. I'd like a table for three.

   세사람 좌석을 원합니다.

   아~들라이꺼테이블~포 쓰(th)뤼

3. I didn't guite catch your name.

   성함을 잘 못들었습니다.

   아이디든콰잇~캣츄얼네임.

4. We'll expecting you.   기다리겠습니다.

   윌~릭스펙팅유.

5. Did you confirm my reservation?

   예약 확인 하셨어요?

   디쥬컨풔마이뢰졀붸이션?

6. You bet!   물론이지

   유~벳!

7. Round-trip or one way ticket?

   왕복이예요 편도예요?

   롸운~트뤼~포알워눼이티엣?

8. Would you tell me the destination 

   and the time, please?

   목적지하고 시간 좀 말해 줄래요?

   우쥬텔미더데스터네이션~앤더타임, 플리즈?

James  :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his evening?

         오늘 저녁시간에 예약할 수 있나요?

Waiter : For how many people sir?

         몇 분이시죠?

James  : I'd like a table for three 

and nonsmoking, please.

         세사람 좌석에 금연석을 원합니다.]

Waiter : All right. May I ask your name?

         좋습니다. 성함은요?

James  : James.   줴임스.         

Waiter : Sorry. I didn't quite catch your name.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James  : J-a-m-e-s.

Waiter : OK. Thank you for calling.         

         we'kll be expecting you.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Wife    : Did you confirm our tickets?

          비행기표 확인했어요?

          디쥬컨풔마월티엣?

Husband : You bet! I did it two days ago.

          물론이지! 이틀전에 했어

 

          유벳! 아이디릿~투에이써~고우.

** You bet! 상대방이 한 말을 확인, 강조할 때 쓰임...

Wife    : Was it a round-trip or a one-way ticket?

          왕복이었던가요? 편도였던가요?

Husband : You forgot?

          It was a round-trip ticket.

          잊었어?        왕복티켓이잖아.

Wife  : Right. Oops! I forgot one more thing.

    Can(Would) you tell me the destination

      and the time?

 맞아. 참! 한가지 또 깜빡했네요.

       목적지하고 시간 좀 말해 줄래요?

     

          롸잇. 웁스! 아이포갓원뭘띵.

          캔유텔~미더데스터네이션~앤더타임?

Husband : Phew.......To Paris on Sep.1st.

          어휴...... 9월1일 파리행이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