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나의 영어사춘기 <여섯 번째 과제> 
 

■ 상황에 따른 말하기 연습하기 

① - 옷가게에서 

 

점원: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 없을 때> It’s okay, I am just browsing. 

괜찮아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찾는 게 있을 때> I am trying to get XX. Do you have XXX? 

XX 를 사려고 하는데. XX 있나요? 

<다른 색 찾을 때> Do you have XXX in other colors? 

XXX 다른 색깔로 있어요? 

<다른 사이즈 찾을 때> Do you have XXX in other sizes? 

XXX 다른 사이즈로 있나요? 

<계산할 때> Do you take credit cards? 

카드 되나요? 

 

► 미션 ◄ 아래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기! 

 

② - 음식점에서 

 

직원: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하셨나요? 

 

<예약했을 때> Yes, we do. We have it under Hwang. 

네, ‘황’ 앞으로 예약했습니다. 

<예약 안 했을 때> No, we don’t. 

아니요, 안 했어요. 

 

직원: For how many people?                                              몇 분이시죠? 

 

<인원 수 말할 때> For 6 please. We need a table for 6. 

6 명이에요. 6 명 앉을 자리가 필요해요. 

 

 

 



직원: Do you mind if you wait for another 10 minutes?  

10분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기다리겠다고 할 때> No, we don’t mind.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다고 할 때> We don’t have much time. We will come back next time.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에 올게요. 

 

(주문 시작 전에 하는 질문) 

직원: Can I get you started with anything?                    어떤 걸로 시작하시겠어요? 

 

<바로 스타터를 시킬 때> We would like to have XXX salad and YYY soup. 

We will share them. 

We would like to see the wine list. 

XXX 샐러드랑 YYY 수프 주세요. 

나눠 먹을 거에요. 

와인 리스트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필요할 때> Could you give us a bit of time? 

시간 좀 주시겠어요? 

 

직원: If you are ready, let me know.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메뉴 다 골랐을 때> Excuse me~ We are ready. 

여기요~ 주문 받아주세요. 

 

직원: Are you guys ready to order? What can I get you?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무엇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각자 메뉴 시킬 때> I would like to have XXXX. 

I would like to have YYYY. 

전 XXXX 주세요. 

전 YYYY 주세요. 

<공통 메뉴 시킬 때> We will have ZZZ and share it. 

For wine, XXX please. 

ZZZ 주세요, 나눠 먹을 거에요. 

와인은 XXX 주세요. 

 



직원: For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it to be done?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굽기 정도 말할 때> For me, rare please. 

For me, medium rare please. 

For me, well-done please. 

살짝 구워 주세요. 

보통으로 구워 주세요. 

완전히 구워 주세요. 

 

직원: For the side menu, you can choose from No. 1 to No. 10. 

사이드 메뉴는 1 번에서 10 번까지 보시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고른 메뉴 말할 때> I would like to have No. 3. 

전 3 번으로 주세요. 

 

 

직원: Is everything okay with you guys?                         어떠세요? 다 괜찮으세요?  

 

<부족함이 없을 때> Yes, everything is fantastic. Thanks. 

Yes, everything is good. Thanks. 

네, 모든 게 훌륭해요. 고마워요. 

네, 모든 게 좋아요. 고마워요. 

<뭔가 더 요구할 때> Do you mind getting us more water / more napkins? 

물 좀 더/ 냅킨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직원: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고른 디저트 말할 때> I would like to have some chocolate ice cream. 

I would like to have some cheesecake. 

전 초코 아이스크림 주세요. 

전 치즈 케이크 주세요. 

<찾는 게 없을 때> Do you have XXX? 

XXX 있나요? 

<필요 없을 때> No thanks, I am good.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본인: Could you get us our bill, please? 

                 저희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내가 쏠 때> It’s on me. I will pay with my credit card. 

내가 낼 게. 제 카드로 지불할게요. 

<각자 계산할 때> We will pay separately. 

저희 계산 따로 할게요. 

 

직원: Was everything okay with you guys? 

 모든 것이 괜찮으셨나요? 

 

<좋았다고 말할 때> Yes, everything was good, thanks. 

네, 모든 게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아쉬운 점 말할 때> I wish XXX was hotter / bigger / smaller. 

Other than that, everything was good. 

전 XXX가 더 뜨거웠으면 / 컸으면 / 작았으면 좋았겠어요. 

저것 빼고는, 모두 좋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