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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Talk about the things you do when you 

arrive at a hotel.

When I travel, my first order of business is to 
가장 먼저 할 일

reserve lodgings. I usually make reservations online 
예 약 하 다 숙 소 예 약 하 다 온라인상으로

or over the phone. When I get  to the hotel, I first 
전 화 로 도착하다

head over to the front desk in the lobby to check in. 
~호 향한다 위해 투숙 수속을 밟다

When I present my name and credit card, an 
제 시 하 다

employee confirms my reservation. They ask about 
확 인 한 다

my preferences for a room. They then give me a 
원하는 객실에 대해 물어 본다

key. 

When I am traveling  heavy, they ask me whether 
짐을 많이 들고 이동하다

I need a bellhop to help me carry my luggage. When 
벨 보 이 도 와 줄 옮 기 다

I first get  to my room, I take a look around. I then 
도착하다 주 변 을 둘 러 본 다

draw the curtains and check out the view outside. 
열 다 둘 러 본 다 바 깥 전 망 을

When I stay at a hotel that has a nice view, I look 
전 망 이 좋 은 밖을 보다

outside for a while. Then, I unpack my things. I 
잠 시 동 안 짐 을 푼 다

change into comfortable clothes, and go back 
갈 아 입 는 다 편 안 한 옷 으 로 내 려 간 다

downstairs.
아 래 층 으 로

 
I was on cloud nine.

A: It's good to see you again. How was your vacation?

B: I was on cloud nine. My friend and I went to a resort.

A: Wow, that sounds great. Did you like your hotel?

B: It was the best hotel I've ever been in.

호텔에 도착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

요.

여행을 갈 때, 나는 가장 먼저 숙소 예약을 한다. 예

약은 주로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한다. 호텔에 도

착하면, 먼저 체크인을 하러 로비에 있는 프런트 데

스크로 간다. 데스크에 이름과 신용 카드를 주면, 

직원이 예약 확인을 하고, 원하는 객실에 대해서 물

어본다. 그러고 나서 키를 준다. 

짐이 많은 경우, 짐을 옮겨 줄 사람을 내가 원하는

지 물어본다. 일단, 객식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객

실 여지거기를 둘러보며 구경을 한다. 그리고 커튼

을 열고, 바깥 전망을 한번 둘러본다. 전망이 좋은 

호텔에 묵으면 한동안 밖을 내다보게 된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온 짐을 푼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간다. 

 

기분 정말 최고였어. 

A: 다시 봐서 반가워. 휴가는 어땠어?

B: 기분 정말 최고였어. 친구랑 리조트에 다녀왔거든.

A: 우아, 진짜 좋았겠다. 호텔은 마음에 들었어?

B: 내가 가 본 호텔 중 최고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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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bout a memorable hotel you've stayed at.

I remember staying at a first-rate hotel near a beach 

several years ago. I found the hotel through a travel 

agency. It was a resort hotel for vacationers. The 

lobby and the hallways were nicely decorate. My 

room wasn't big, but it was very cozy. The view from 

the room was breathtaking. I could see the ocean 

and hear the waves from my bed. What's more, the 

food at the hotel was really tasty. I especially liked 

the complimentary breakfast. There was also a 

souvenir store that sold interesting gifts. During the 

day, I took a dip in the pool. I also got a massage at 

the spa. It was expensive, but I got my money's 

worth.

기억에 남는 호텔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몇 년 전에 해변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묵었던 기억이 난다. 

여행사를 통해 호텔을 찾았다. 휴가 여행객을 겨냥한 리조트 

호텔이었다. 로비와 복도가 잘 꾸며져 있었다. 객실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아늑했다. 방에서 보이는 경치가 숨막히게 아

름다웠다. 침대에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다. 게다

가 호텔에서 먹은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 특히 무료 조식이 마

음에 들었다. 특이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기념품 매장도 있었

다. 낮에는 수영장에서 가볍게 수영을 했다. 스파에서 마사지

도 받았다. 마사지가 비싼 편이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어휘정리

first-rate hotel 특급 호텔

through a travel agency 여행사를 통해

vacationer 휴가 여행객, 피서객

be nicely decorated 잘 꾸며지다

cozy 아늑한

view from the room 방에서 보이는 경치

be breathtaking 숨막히게 아름답다, 

대단하다

from one's bed 침대에서, 침대에 누워서

tasty 맛있는

complimentary breakfast 무료 조식

souvenir store 기념품 매장

take a dip (가볍게)수영을 하다

get a massage 마사지를 받다

get one's money's worth 쓴 돈의 값어치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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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bout a memorable hotel you stayed at.

Over the year, I have stayed at quite a few hotels. 

Many hotels were just more of the same. Some were 

very memorable. I discovered my favorite hotel by 

chance. It's not a ritzy or high-end place. Other hotels 

are more luxurious. But my favorite place strikes the 

perfect balance between price, service and 

amenities. I first found it through an internet search. I 

chose it at the ime because it was within my price 

range. I was happily surprised. The food was first-

rate. The staff were courteous and helpful. The 

rooms were clean and spacious. It was just a lot of 

bang for the buck. Whenever a friend travels to that 

city, I highly recommend that hotel.

 

가 봤던 인상적인 호텔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수년간 상당히 많은 호텔에 묵어 봤다. 많은 호텔들이 그

리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일부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내가 가

장 좋아하는 호텔은 우연히 발견했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다. 더 호화로운 호텔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

아하는 곳은 가격, 서비스, 그리고 편의 시설 간의 균형을 완

벽하게 맞춘 곳이다. 처음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았다. 당시

에는 나의 예산 범위에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지만 기

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음식은 최고급 이었다. 직원들은 친절

하고 서비스도 좋았다. 방도 깨끗하고 넓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했다. 친구가 그 도시로 여행을 가면 그 호텔을 강력 추천

했다.

 

어휘

over the years 다년간

quite a few 상당히 많은

be more of the same 거기서 거기다

memorable 기억에 남는

by chance 우연히

ritzy 화려한

high-end 고급스러운

luxurious 고급스러운

strike the perfect balance 완벽한 균형을 

이루다

amenities 편의 시설, 편의 용품

internet search 인터넷 검색

at the time 당시에

be within one's price rage 예산 범위 안에 

있다

be happily surprised 기분 좋게 놀라다

first-rate 최고 수준의

courteous 친절한

spacious 넓은

be a lot of bang for the buck 가성비가 

좋다

highly recommend 강력 추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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