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ch a taxi
Unit

01
Where can I catch a taxi? 

: 택시를 어디에서 잡죠?
= Where can I get a taxi? 

at the end of A
: 장소 또는 시간을 가리키는 A의 끝에
예> You can find it out at the end of

the meeting. 미팅 끝날 때에 알 수 있어요.

10 minutes from here
: 여기로부터 10분

소요 시간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서부터 ~분“ 소요된다는 표현입니다. 

There is a traffic jam.

: “there is 있다”의 관용구를 사용하여 “traffic jam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send me a cab?

: “send + 사람 + 물건”은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cab은 taxi와 같은 뜻입니다.

will be waiting for A

: A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진행형을 사용하면 “그때쯤이면 A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Vocabulary

taxi stand

alley

hour

traffic jam

: 택시 정류장

: 골목

: 시간

: 교통체증

Pattern
택시 잡기

Asking on the street

T: Where can I catch a taxi?
택시를 어디에서 잡죠?

S: The taxi stand is at the end of this alley. It’s 10 minutes from here. 
택시 정류장은 이 골목 끝에 있어요. 여기에서 10분 걸려요.

T: So can I get a taxi there?
그럼 거기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나요?

S: Yes, but I’m not sure if you can get a taxi at this hour. There is a traffic jam.
네, 하지만 이 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Call for a cab/taxi

T: Hello, would you send me a cab?
여보세요, 택시를 보내 주시겠어요?

S: Sure, when do you need it, ma’am?
물론이죠, 언제 필요하신가요, 손님?

T: At 10am,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오전 10시요,.

S: Your cab will be waiting for you at 10am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10시에 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Get in a taxi
Unit

02
Where are you heading for? 

: 어디까지 가시나요? (head for ~을 향하다, 향해가다)
= Where is your destination? 

Take me to 장소, please
: 장소로 가주세요.

직역하면 "나를 ~로 데려다 주세요", 
즉 "~로 가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 장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It’ll take 소요시간.

: 소요시간만큼 걸린다. about 을 사용하면 “대략”
얼마 정도 걸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run the meter

: 미터기를 켜다

Can you go faster? 

: “형용사 + er” 은 “더 ~한＂의 표현이 됩니다. 
go fast 빨리 가다 go slow 천천히 가다

in hurry

: 급한

Vocabulary

half an hour

depend on

traffic

route

: 30분

: ~에 달려있다

: 교통량

: 경로

Pattern
승차

Getting in a taxi

T: Where are you heading for?
어디로 가실 건가요? 

S: Take me to the LAX Airport, please.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LAX 공항으로 가주세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T: It’ll take about half an hour. It depends on the traffic.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S: I see. Could you run the meter? 
알겠습니다. 미터기 켜 주실래요?

Requesting a taxi driver

T: I’m really late. Can you go faster?
저 정말 늦었어요. 더 빨리 가 주실래요?

S: Oh, you’re in hurry.  
아, 급하시군요. 

T: Yes, I’m extremely in hurry. Take the shortest route, please. 
네, 정말 급해요.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 

S: No problem.
알겠습니다.



Get off a taxi
Unit

03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 어디에서 내리시나요? 

get off
: (택시, 버스 등에서) 내리다, 하차하다

over there
: 저쪽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저쪽” 이냐는 표현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pull over

: 차를 정차하다, 세우다

How much is the fare?
: 요금은 얼마입니까?
= What’s the fare, please? 

Keep the changes.
: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change는 “바꾸다, 변경”이라는 뜻 뿐만 아니라
계산 시에는 거스름돈이나 동전 등의 잔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Vocabulary

entrance

crossing

fare

change

: 입구

: 횡단보도, 건널목

: (택시/지하철/버스 등의) 요금

: 거스름돈

Pattern
하차

Getting off

T: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어디에서 내리시겠습니까?  

S: I’ll get off at the entrance. 
입구 앞에서 내리겠습니다

T: Over there?
저기에요?

S: Yes, please. You can pull over at the next crossing.
네, 다음 횡단보도에서 세워 주시면 됩니다.

Paying a fare

T: How much is the fare?
요금은 얼마입니까? 

S: It’s 48 dollars.  
48달러입니다.

T: Here is 50 dollars. Keep the changes. 
여기 50달러 있습니다.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S: Thank you. Have a good day.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ole Play

1. 택시잡기
Take a Taxi

2. 승차
Riding

3. 하차

Get off

Q (영어로 말하세요) 어디서 택시를 잡죠?

A The taxi stand is at the end of this alley. It’s 10 minutes from here.

택시 정류장은 이 골목 끝에 있어요. 여기에서 10분 걸려요.

Q Where are you heading for? 

어디로 가실 건가요?

A (영어로 말하세요) LAX 공항으로 가주세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어디서 내리시나요?

A (영어로 말하세요) 다음 횡단보도에서 세워 주세요.

Q How much is the fare? 

요금이 얼마죠

A (영어로 말하세요) 거스름돈은 가시세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도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택시를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것

보다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전

화가 부담스럽다면 머물고 있는 숙소에 문의하면 간편합

니다.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 I would like to take a taxi/cab, please

> Can/Could you call a taxi for me?

> Can/Could you call a taxi?

택시를 Taxi 또는 Cab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택시운전

사를 Taxi driver 또는 Cabbie라고 합니다.

Answer

*Where can I catch a taxi? 

**Take me to the LAX Airport, please.

***Please pull over in the next crossing.

****Keep the changes.

Answer*

Answer**

Answer***

Answer****



Subway
Unit

04
How can I go to 장소 by 교통수단? 

: 장소에 어떻게 가죠?
길이나 교통수단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 마지막에 “by 교통수단”을 붙여서 해당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Take the (  ) Line.
: (  ) 호선을 타세요.

대중교통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의 경우 위와 같이
“알파벳 Line”을 사용합니다. 한국 지하철의 경우
“3호선 Line no. 3”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Get off at ~(역이름).
: ~역에서 내리세요.

How often ~?
: 얼마나 자주 ~하니?

예> How often do you play soccer?
축구를 얼마나 자주 하니?

in every 시간
: ~마다

예> New products are released in every 3 months.
3개월마다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What time is the last train to ~?
: ~로 가는 막차 시간은 언제입니까?

“~로 가는, ~행(行)”은 to 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Vocabulary

block

last

arrive

at least

: 구역

: 마지막의

: 도착하다

: 최소한

Pattern
지하철

How to use subway

T: Excuse me. How can I go to Brooklyn by subway?
실례합니다. 브루클린에 지하철로 가려면 어떻게 가죠?

S: Take the L line and get off at Bedford Avenue station. It’s one block away 
by walk. 
L라인을 타서 베드포드 애비뉴 역에서 내리세요. 도보로 한 블록 거리에요.

T: How can I buy a ticket?
티켓을 어떻게 사죠?

S: There are ticket machines right in front of the escalators at the station. 
역의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티켓 판매기가 있어요.

Asking for time allocation

T: How often do trains come?
지하철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S: Trains come in every 10 minutes. 
지하철은 10분 간격으로 옵니다. 

T: What time is the last train to Manhattan?
맨하튼 행 막차는 몇 시입니까?

S: It is at 00:15. You need to arrive to the station before 00:10 at least.
밤12시15분입니다. 역에 최소 12시1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Bus
Unit

05
Where is the bus stop? 
: 버스 정류장이 어디입니까?

“near 가까운”의 최상급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ich bus goes to ~(장소)?
: 어느 버스가 ~에 갑니까?

which는 의문문에서 “어느, 어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Which t-shirt do you want? (여러 개의
티셔츠 중에서) 어떤 t-shirt를 원하니?

Take the bus number ~.
: ~번 버스를 타세요.

direct route
: 직행 노선

be ready

: 준비하다

make sure to 동사

: 잊지 말고 ~을 꼭 하다.
예> Make sure to bring your umbrella. 
잊지 말고 우산을 꼭 가져가

Vocabulary

across

downtown

direct

transfer

: 건너, 너머

: 시내

: 직행의

: 환승하다

Pattern
버스

Asking the bus stop and route

T: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S: It’s in front of the library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 도서관 앞에 있어요.

T: Which bus goes to downtown?
다운타운에는 몇 번 버스가 가나요?

S: Take the bus number 32 to the Times square. That’s the direct route
so you don’t have to transfer.
타임 스퀘어로 가는 32번 버스를 타세요. 직행 노선이라 환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Getting off a bus

T: (Announcement) Next stop is the Central Park. Please be ready
before you get off at the next stop.
(안내방송) 다음 정류장은 센트럴 파크 역입니다. 다음 역에서 하차하실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 Excuse me. Where do I get off for the Central Park?
실례합니다. 센트럴 파크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하죠?

T: You can get off at the next station. Make sure to press the button 

before the station you get off.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내릴 역 전에 벨 꼭 누르세요.

S: Thank you. 
감사합니다.



Train
Unit

06
reserve a seat 
: 좌석을 예약하다

on weekend 
: 주말에

참고> on weekdays 주중에

be going to 동사
:~을 할 예정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같은 의미로 구어체에서는
be  gonna 로 줄여서 사용합니다. 

예> I’m going to attend the meeting soon.
곧 회의에 참석할 꺼야.

I'll take A.
: A로 하겠습니다.

구매 또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behind your back
: 당신의 뒤에
back은 뒤, 등이라는 뜻으로 behind 와 함께
쓰여 “네 (등) 뒤에” 라는 뜻이 됩니다.

Enjoy your trip. 
: 즐거운 여행 되세요. 
enjoy는 즐기다, 좋은 시간이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Vocabulary

coach class

express class

round trip ticket

platform 

: 일반석

: 일등석

: 왕복 티켓

: (기차역의) 플랫폼

Pattern
기차

Ticketing 01

T: I like to reserve a seat from Sydney to Melbourne.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좌석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S: There are five trains on weekend. Please check the timetable. What time 
are 

you going to leave?
주말에는 하루에 기차가 세 대 있습니다. 열차 시간표 확인해 주세요. 몇 시에 떠나실 건가요?

T: I’ll take the 1pm train.
1시 기차로 할게요.

S: Would you like coach class or first class?
보통석 또는 일등석, 어느 좌석으로 하겠습니까?

Ticketing 02

T: First class, please. Please give me a round trip ticket. 
일등석으로 주세요. 왕복표로 주세요. 

S: That’ll be 130 dollars.
130달러입니다.

T: Alright. Thank you. Where is the platform?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플랫폼은 어디죠?

S: Platform is behind your back. Enjoy your trip.
플랫폼은 고객님 뒤쪽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Role Play

1. 지하철
Subway

2. 버스
Bus

3. 기차

Train

Q (영어로 말하세요) 브루클린에 지하철로 가려면 어떻게 가죠?

A Take the L line and get off at Bedford Avenue station.

L라인을 타서 베드포드 애비뉴 역에서 내리세요.

Q Where do I get off for the Central Park? 

센트럴 파크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하죠?

A (영어로 말하세요)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Make sure to press the button before the station you get off.

내릴 역 전에 벨 꼭 누르세요.

Q (영어로 말하세요)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좌석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A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해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각종 표지판이 영어로 되

어 있어서 혼란 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두면 대중교통을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trance : 입구

Exit : 출구

Gate : 개찰구

ticketman : 표 파는 역무원

ticket booth / ticket window : 매표소

ticket machine : 발권기

버스를 타서 안내 방송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운전사에게

Let me know when we get off at 역이름, please(~역

에서 내릴 때 알려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하는 게 좋겠죠.

Answer
*How can I go to Brooklyn by subway? 

**How often do trains come?

***You can get off at the next station.

****I like to reserve a seat from Sydney

to Melbourne.

Answer*

Answer***

Answer****

Answer**

Please check the timetable.

열차 시간표 확인해 주세요. 

Q
A

(영어로 말하세요) 지하철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Trains come in every 10 minutes. 

지하철은 10분 간격으로 옵니다. 



Being hungry
Unit

07
I’m so starving. 

: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일상 대화에서 starve는 “배가 너무 고프다, 
뱃가죽이 등에 붙겠다”라고 과장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 skipped lunch.
: 점심을 건너 뛰었어요

skip 은 “연속되는 일에서 한 부분을 건너뛰다, 
생략하다＂라는 뜻으로 식사 또는 수업을 건너뛸 때
사용합니다.

grab a bite 
: 간단히 먹다

bite 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grab 은 “잡다, 잡아채다”와 함께
특히 “바빠서 급히/잠깐 ~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 get a bite
예> Grab a sandwich before we go. 

가기 전에 샌드위치나 간단하게 먹자.

around the corner

: 길모퉁이(corner)를 끼고 돌아서(around) 라는
의미입니다.

(It) sounds great!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Vocabulary

starve

skip

bite

grab

: 굶주리다, 굶어 죽다

: 건너뛰다

: 간단한 한끼, 한입

: 급히/잠깐 ~하다

Pattern
배고플 때

Being hungry

T: It’s almost dinner time.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S: That’s right. I’m so starving. 
맞아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T: Didn’t you have lunch?
점심 안 먹었어요?

S: No. I skipped lunch. I want to grab a bite before dinner.
아니요. 점심식사를 건너 뛰었어요. 저녁 전에 간단하게 먹고 싶네요.

Going to McDonald’s

T: Is there any place to grab a bite?
간단하게 한 끼 먹을 만 한 곳이 있나요?

S: There is McDonald’s just around the corner.
길모퉁이 돌아서 맥도널드가 있어요.

T: Sounds great! I have a McDonald’s coupon.
잘됐네요. 맥도널드 쿠폰이 있어요. 

S: Awesome. Let's go now.
좋아요! 지금 갑시다. 



Unit

08
Can I take your order?

: 주문하시겠습니까?
= Are you ready to order? How can I help you? 

I’ll have ~(메뉴)
: ~로 먹겠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표현.
= ~(메뉴), please.

Hold the onion, please.
: hold는 "중단하다"라는 뜻으로 음식 주문을 할 때에는

"넣지 말아달라, 빼달라"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 Leave out the onion. No onion, please. 

Anything else?

: 직역하면 “그 외(else)의 것(anything)이
있습니까”로 Is there anything else to order?의
줄인 문장입니다.

Will that be all?

: 그게 전부인가요? 즉, 주문 다 하셨나요? 

For here or to go?

: 패스트푸드, 카페, 테이크 아웃 전문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음식점인 여기(here)에서
먹을지, 또는 가져가서(to go) 먹을지 묻는 내용입니다. 

Vocabulary

order

else

hold

refill

: 주문, 주문하다

: 그 외의

: 중단하다, 잡다

: 리필, 리필하다

Pattern
주문하기

Making an order

T: Can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S: Yes. I’ll have a cheese burger set with a diet coke. Hold the onion, please.  
네, 치즈 버거 세트에 음료수는 다이어트 콜라로 주세요. 양파는 빼주세요.

T: Anything else? Would you like something for dessert?
더 주문하실 건 없으세요? 디저트 드시겠습니까?

S: Yes, I’d like to have vanilla ice cream.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Talking to an employee at the fast-food restaurant

T: A cheese burger set with a diet coke and vanilla ice cream. Will that be all?
치즈 버거 세트에 음료는 다이어트 콜라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주문 다 하셨나요?

S: Yes, that will be all. Can I get refills?
네, 주문 다 했어요. 리필 되나요?

T: Sure, please bring your cup when you finish. For here or to go?
그럼요, 다 드시면 컵을 가져오세요.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S: For here. I’ll pay in cash. 
먹고 갈게요. 현금으로 계산 하겠습니다.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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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zing 입맛을 돋우는, 맛있게 생긴
: 맛있는 요리를 보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참고> appetizer는 입맛을 돋우기 위한 “식전 음식＂

mouth-watering 입맛을 돋우는, 맛있게 생긴
: make one’s mouth water 라고도 표현합니다.

tender 부드러운, 연한, 씹기 쉬운
예>Steam potatoes until they become tender.
부드러워질 때까지 감자를 찌세요. 

juicy 고기나 과일에 즙이 많은
예>This summer’s peaches are very juicy. 올해 여름
복숭아는 즙이 무척 많아

flavor
: 단순한 미각적인 맛을 뜻하는 taste 와는 달리
flavor 는 시각적 요소, 향기, 식감 등 전체적인
풍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ntastic
: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표현할 때 사용해 보세요
(원어민들은 delicious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I’ll definitely come back for ~
: 음식이나 서비스 등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꼭 다시 오겠다는 관용구입니다.

Vocabulary

rich

greasy

definitely

patty

: (맛이) 깊은, 풍부한

: 튀김 음식 등이 느끼한

: 분명히, 틀림없이

: 패티(고기.생선 등을 다져 빚은 것)

Pattern
햄버거 먹기

Before you eat food

T: Wow, this hamburger looks appetizing.
와, 햄버거가 정말 식욕을 돋우는데.

S: Yes! It look really mouth-watering.
그래! 정말 군침 돈다.

T: Give me a bite.
한입 줘봐. 

S: Sure. How's is it? 
그래. 맛이 어때? 

When you love the menu

T: Patties are very tender and juicy. They’ve got very rich flavor. 
패티가 정말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 맛도 풍부해.

S: Fantastic!
정말 맛있어!

T: Fries are not greasy at all.
감자 튀김도 전혀 느끼하지 않아.

S: I’ll definitely come back for this burger. 
이 햄버거 먹으러 다시 꼭 올 거야. 

Have 
hamburger



Role Play

1. 배고플 때
Being hungry

2. 주문하기
Order

3. 햄버거

Hamburger

Q (영어로 말하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A Didn’t you have lunch?

점심 안 먹었어요?

Q (영어로 말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A Yes. I’ll have a cheese burger set with a diet 

coke.

네, 치즈 버거 세트에 음료수는 다이어트 콜라로 주세요.Q (영어로 말하세요)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외국에서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을 주문할 때는 원하

거나 원하지 않는 재료나 토핑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명), please. 

: (  )을 넣어주세요

No (재료명), please. 

: (  )을 넣지 말아주세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가 분명한 재료같은

경우 점원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onion 양파, pepperoni  페페로니, mustard 겨자, 

pepper 후추 등의 재료나 향신료 등이 있습니다.

Answer

*I’m so starving.  

**Can I take your order? 

***For here or to go?

****It look really appetizing/mouth-watering. 

Answer*

Answer***

Q (영어로 말하세요) 정말 군침 돈다.

A Give me a bite.

한입 줘봐. 

Answer****

Ans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