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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어서오세요! Fresh (프레쉬) 커피숍입니다. 

제시카: 네, 안녕하세요. 

직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시카: 저기요,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직원: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톨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 있습니다. 

제시카: 음.. 톨 사이즈 주세요. 

직원; 네, 알겠습니다. 차가운 음료와 뜨거운 음료 중 선택해주세요. 

제시카: 따뜻한 커피로 주세요.  

직원: 여기서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나요? 

제시카: 여기에서 마실거예요. 

직원: 네, 손님.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제시카: 아니요, 없어요. 

직원: 혹시 저희 매장 쿠폰 있으세요? 

제시카: 네, 여기 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직원: 네, 도장 찍어드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시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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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알아봅시다! 

○1  커피숍 – Coffee Shop 

○2  카페라떼 – Café Latte 

○3   차가운 – Cold 

○4  뜨거운 – Hot, Burning 

○5  음료 – Beverage, Drink 

○6  따뜻한 – Warm 

○7  포인트 카드 – Point Card 

○8  매장 – Shop, Store 

○9  쿠폰 – Coupon 

○10  도장 – Stamp 

 

△-  자주 듣는 문장을 알아봅시다! 

○1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 Can I help you to order? 

○2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 One glass of coffee please. 

○3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 What size would you like to have? 

○4  여기서 드실건가요? 가지고 가실건가요? – Would like to drink here? Or take out? 

○5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Do you have a point c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