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the airport (공항)

Warm up
Where do you want to travel?
어디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Where was the most memorable place and why?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였나요?

Vocabulary

Airport
공항

Aeroplane/airplane
비행기

Baggage/luggage
수하물(手荷物)

Suitcase
여행가방

Check-indeskattendant
체크인카운터직원

Handluggage/carry-onbag
휴대용가방

BoardingCard
탑승권

Baggage carousel
수하물컨베이어벨트

Passport
여권

(Luggage)trolley
수하물카트

Windowseat
창가쪽자리

Aisle seat
복도쪽자리

More Words
Terminal(터미널)

1

a place where vehicles, passengers, or goods begin or end a journey
기체, 승객, 물건들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

Flight time/ departure time (비행시간,출발시간)

2

“flight time” is the time that the plane leaves
“비행시간”이란 항공기가 출발하는 시간을 의미

Check-in desk(체크인 데스크)

3

a place where you can show your ticket and give the airline your bags so they can put them on plane
티켓을 보여주고 항공사가 짐들을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곳

Baggage allowance(수하물 제한량)

4

the maximum weight for your bags (it’s usually 20 kilos)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한 사람 짐의 최대 중량 (보통 20킬로이다)

Excess baggage charge(초과 수하물 비용)

5

an amount of money you have to pay if your bags are heavier than the baggage allowance
짐이 수하물 제한량 보다 무거울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Luggage belt/ baggage conveyor belt(수하물 벨트/짐 컨베이어 벨트)

6

a moving rubber belt that takes your bag from the check-in desk to the plane, or from the plane to the baggage reclaim area
짐을 체크인 카운터부터 항공기까지 운반하거나 항공기에서 수하물 찾는 곳으로 운반하는 움직이는 고무 벨트

Departure lounge(출국 라운지)

7

a large room in an airport where you can sit before getting on the plane
공항에 있는 큰 공간으로 항공기에 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Security check-in area(보안 체크인 구역)

8

the area in an airport where you show your passport
공항 내에서 여권(passport)을 제시하는 장소

Boarding gate(탑승 게이트)

9

the area where you show your boarding pass and get on the plane
탑승권을 제시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장소

Board(탑승)

10

if you “board” a plane, you get on it
항공기에 “탑승” 한다는 것은 기체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Arrival time(도착 시간)

11

the time your plane arrives at its destination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

Land(착륙)

12

if a plane “lands”, it comes to the ground in a controlled manner
항공기가 “착륙”한다는 것은 제어된 방식으로 적절하게 지상에 도착하는 것임

Take off(이륙)

13

If a plane “takes off”, it leaves the ground in a controlled manner
항공기가 “이륙”한다는 것은 지상으로 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을 뜻함

Delayed(지연)

14

if your plane is “delayed”, it leaves later than planned
항공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예정보다 늦게 출발하는 것을 뜻함

Cancelled(결항)

15

if your plane is “cancelled”, it doesn’t leave and you have to get on another flight
항공기가 “결항”된다는 것은 항공기가 출발하지 않으며, 당신이 다른 항공기에 타야 한다는 것을 뜻함

Useful Expression
What you say
Where’s the check-in desk, please?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인가요?

Which terminal does the plane leave from?
어느 터미널에서 비행기가 떠나나요?

Do you know which gate the plane is leaving from?
어느 게이트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지 아시나요?

Where’s boarding gate 34, please?
34번 출발 게이트가 어디인가요?

Where’s the security check-in area?
보안 체크인 구역이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면세점은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Asiana Club lounge? I want to take some shower at there.
아시아나 클럽 라운지는 어디인가요? 거기서 샤워 좀 하고싶네요.

Should I have to take the shuttle train to go to the terminal 2?
2터미널로 가려면 셔틀 트레인을 타야 하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area?
식당가는 어디에 있나요?

Can I charge my cell phone at the transfer lounge?
환승 라운지에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Would you like to inform me the duty-free allowance of the cigarette?
담배 면세 허용량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What you hear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Did you pack the bags yourself?
스스로 짐을 싸셨나요? (※수하물에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경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음)

Your plane is delayed forty-five minutes.
당신의 항공편은 45분 지연되었습니다.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창가쪽 자리를 선호하시나요 복도쪽 자리를 선호하시나요? (※티켓팅 중 좌석배치 시 받는 질문)

Here’s your boarding card
탑승권 드리겠습니다.

You’ll be boarding at gate number 34
34번 게이트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Are you traveling by yourself?
혼자 여행하시는 건가요?

Where are you planning to stay?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건이 있나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어느정도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Where is your disembarkation card?
입국 신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Dialogue: AT THE AIRPORT
Mr.Lee is at the airport check-in desk, hoping to board his plane very shortly. He’s talking to
the check-in desk attendant.
Lee 씨는 지금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곧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체크인 카운터 직원과 이야기
중이죠.

Hi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May I se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좋은 아침입니다.
티켓과 여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Certainly
Here you are.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참가 쪽 자리가 좋으신가요?
복도 쪽 자리가 좋으신가요?

A window seat, please.

창가쪽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Could you place your bag on the
luggage belt, please?

짐들을 수하물 벨트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Sure!

그럼요!

Did you pack it yourself?

직접 짐을 싸셨나요?

Yes

그렇습니다.

Has anyone interfered with your bag,
or asked you to take anything on
board the plane?

누가 짐에 관해 협박을 하거나 뭔가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라고 한 적이 있나요?

No

없습니다.

Do you have any firearms, hazardous
materials or liquids in your bag?

짐에 무기나 위험한 물건들, 혹은 액체가 있나요?

No

없습니다.

Oh, I’m afraid your bag has exceeded
the maximum baggage allowance, so
you’ll have to pay the excess fare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수하물이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Oh, right

오, 알겠습니다

If you just go over to that counter over
there, you can pay the amount. Then,
just come back here with the receipt
and I’ll put your bag straight through

저 쪽에 있는 카운터에 가시면 요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바로
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OK. Thanks [Ten minutes later, he
comes back and hands her the receipt.]
Here you are.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10분 후 그는 돌아와
영수증을 준다.]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Here’s your boarding card.
Your flight leaves at 13:34. Boarding
will commence at 12:45. The boarding
gate hasn’t been announced yet, but it
should appear on the flight
information screen in about half an
hour. The security check-in area is just
over there. Have a nice flight!

감사합니다. 여기 탑승티켓이 있습니다. 당신
항공기는 13:34에 이륙할 예정입니다. 탑승은
12:45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탑승 게이트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30분 내에 항공정보 표시판에
나올 것입니다. 보안 체크인 구역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Thanks

감사힙니다.

Various areas in the airport

Airline loung
항공사 라운지

Runway
/ airstrip/landing strip
활주로

Self Check-in Kiosk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Duty Free Shop
면세점

Airport Shuttle Train
공항 셔틀 트레인

Currency Exchange
환전소

Airport customs
공항 세관

Airport Restaurants
공항 식당가

On the plane(기내)

Warm up
Which countries have you travelled before?
이전에 어느 나라들을 가 보셨나요?

Please tell me about the pleasant or unpleasant experiences on the plane
비행기 내에서 좋았던 경험 혹은 안좋았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Vocabulary

Airline
항공사

Tray
선반

Pilot
조종사

Runway
활주로

Cockpit
조종석

Flight attendants
승무원

Safety belt/Seat belt
안전벨트

Life jacket
구명조끼

Seat
좌석

Emergency Exit
비상출구

Oxygen mask
산소마스크

Control tower
관제탑

Passenger
승객

Sick bag
토사물봉지

Airline food
기내식

Overhead locker
좌석위선반

(Food) trolley.
기내식카트

aisle
복도

Useful Expression
What you say

Could you help me put this bag in the overhead locker, please?
이 가방을 좌석 위 선반에 넣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I pay in euros?
유로로 지불해도 되나요?

I’ll have a black coffee, please.
블랙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Can I change my seat?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wine to recommend?
추천해 주실 만한 와인이 있을까요?

From when can I use my laptop in airplane mode?
언제부터 비행기모드로 제 노트북을 쓸 수 있나요?

Can I have some eye patch and slippers?
슬리퍼와 안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Please give me blanket.
담요 좀 부탁드립니다.

I reserved vegan cuisine for the in-flight meal. Please prepare it for me.
저는 기내식으로 채식 식단을 예약했습니다. 준비 부탁드려요.

What you hear
Can I see your boarding card, please?
탑승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Please make sure your seat belts are fully-fastened.
안전벨트를 꽉 맸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마실 것으로 무엇을 준비 해 드릴까요?

We hope you to have a pleasant flight.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issue related to your health, please inform our cabin crew immediately.
건강 관련 문제가 있으실 경우 저희 승무원에게 즉각 알려주세요.

In case of turbulence, please fastened your seat belt and stay calm at your seat.
기체 흔들림이 있을 경우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자리에 차분히 앉아 계세요.

Which kind of meal do you want? Chicken or beef?
어떤 기내식으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아니면 소고기로 드릴까요?

This is captain speaking and this flight OZ307 will bound for Seoul.
안녕하세요 기장입니다. 이 OZ307 항공편은 서울행입니다.

Our flight will be delayed about 30 minutes due to weather condition.
기상 사정으로 30분정도 지연될 것입니다.

Welcome message(기내방송)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board Gallop Airlines flight 4B7 from London
Gatwick to Paris. Please fasten your seatbelt and secure all baggage underneath your
seat or in the overhead lockers.
승객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 개트윅에서 파리로 가는 갤럽 항공사의 4B7 항공편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벨트가 꽉 매져 있는지 그리고 짐이 좌석 밑이나 좌석 위 선반에 뒀는지 잘 확인
바랍니다.

And make sure your seats and table trays are in the upright position. Please turn off all
personal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laptops and mobile phones.
그리고 좌석과 테이블이 제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노트북과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전자
기기들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We’d also like to remind that smoking is prohibited for the duration of the flight. Thank
you for choosing Gallop Airlines. Enjoy your flight

비행 도중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갤럽 항공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세요.

During the flight
Ladies and gentlemen, the captain has turned off the Fasten Seat Belt sign, and you may
now move around the cabin. However we recommend you keep your seat belt fastened
in case of any unexpected turbulence.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장이 안전벨트 신호를 껐습니다. 이제 항공기에서 돌아 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난기류 상황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he captain speaks
Good afternoon. This is captain speaking. I’d just like to welcome everyone on Gallop
Airlines Flight 4B7
안녕하세요. 기장입니다. 갤럽 항공사 4B7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e’re currently cruising at an altitude of 33,000 feet and an airspeed of 400 miles per
hour. The time is 1:25 pm.
저희는 지금 상공 33,000피트, 시속 400마일로 비행중입니다. 시각은 오후 1시 25분입니다.
With the tailwind on our side, we’re expecting to land in Paris approximately fifteen
minutes ahead of schedule. The weather in Paris is clear and sunny, with a high of 25
degrees for this afternoon.
좋은 기류 덕분에 저희는 파리에 예정보다 15분 정도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기상은 화창하고 오후 최고기온은 25도 입니다

The cabin crew will be coming around in about twenty minutes to offer you a light snack
and drink. I’ll talk to you again before we reach our destination, but until then, sit back,
relax and enjoy the rest of the flight.
저희 승무원들이 20분 이후 돌아다니며 마실 것과 간식을 제공 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안내드릴 것이고 그 전까지 자리에 앉아 편안히 남은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Landing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Paris. We’ve just landed at
Charles de Gaulle Airport where the local time is fifteen minutes past three in the
afternoon.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리에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막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으며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15분입니다.

The temperature outside is 25 degrees Celsius.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fastened until the aircraft has come to a complete stop and the seat belt
sign has been switched off!
외부 기온은 25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기체가 완전히 정지하고 안전벨트 신호가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계세요.

Before leaving, please ensure that you have all of your personal belongings with you. On
behalf of Gallop Airlines and the entire crew, we’d like to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 board again in the near future. Have a nice day!
떠나시기 전에 모든 개인 소지품을 챙겼는지 확인해 주세요. 갤럽 항공사와 모든 승무원들을 대신하여
저희 항공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