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
일

단
 말

해
보

기

입을 열었다면 이번에는 더 길게 도전해 봅니다.   

이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DAY
18



패턴 입에 붙이기STEP  1 3
MIN

What’s your 
favorite

dish?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season?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subject?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song?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type of chicken 
dish?
제일 좋아하는 치킨요리 종류가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TRACK 18-1

제일 좋아하는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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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문장 늘이기STEP  2 2
MIN

What’s your favorite dish / in this 
restaurant?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 이 식당에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 of 
the year?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 1년 중에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 this 
semester?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 이번 학기에?

What’s your favorite song / on his 
new album?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 그의 새 앨범에서?

What’s your favorite type of 
chicken dish / with beer?
제일 좋아하는 치킨요리 종류가 뭐야 / 맥주 마실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  
이 식당에서?

 TRACK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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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으로 대화하기STEP  3 3
MIN

1

A What’s your favorite dish in this 
restaurant?

B Tom yam kung.
이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 똠얌꿍이야.

2

A What’s your favorite season of 
the year?

B Fall. It’s cool.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 가을. 시원하잖아.

3

A What’s your favorite subject 
this semester?

B Nothing.
이번 학기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 없어.

A 이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B 똠얌꿍이야.

 TRACK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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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I bought Prince’s new album.
B What’s your favorite song on 

his new album?
A My enemy.

나 Prince의 새 앨범 샀어. | 그의 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  

My enemy가 제일 좋던데.

5

A What’s your favorite type of 
chicken dish with beer?

B Of course, fried chicken.
A Ah, my mouth is watering!

맥주 마실 때 제일 좋아하는 치킨요리 종류가 뭐야? | 당연히 프라이드지. | 아, 군침 돈다!

DAY 18 대화명 

What’s your favorite lie to yourself?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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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패턴 소화하기STEP  4

1 이번 학기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2 그의 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3 이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4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5 맥주 마실 때 제일 좋아하는 치킨요리 종류가 뭐야?

6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7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야?

8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뭐야?  (cosmetics 화장품)

9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야?

10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야 / 아이스크림 중에서?   
(flavor 맛 | of ice cream 아이스크림 중에서)

 TRACK 18-4

 What’s your favorite + 명사?     

제일 좋아하는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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