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
Travel in Philadelphia
<Vocabulary>
다섯번째로 인구가 맋은

The fifth populous city

~으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예술적인 사람들

Artistic people

꼭 봐야할 장소

Must see place

추천하다

recommend

받아적다

Write down

반드시

Definitely

~사람들은 어때?

How are people in~?

~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로댕 박물관

Rodin museum
A: Do you live in Philadelphia?
넌 필라델피아에 사니?
B: Yes, I do live in Philadelphia.
응, 난 필라델피아에 살아.

A: Nice. What is this city famous for?
좋아. 이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니?

B: Philly is the fifth most populous city in the U.S.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다섯 번 째로 인구가 맋은 도시야.
and this city is known for its art and culture.
이 도시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어.

A: Oh. Nice. That’s why I saw a lot of artistic people
오! 좋아. 그래서 난 예술적인 사람들을 자주 봤구나.
and many old buildings give me that feeling about this city

그리고 오래된 맋은 빌딩이 이 도시에 대해서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것 같애.

B: where have you been in Philadelphia?
넌 필아델피아 어디를 가봤니?

A: Hmm. I haven’t seen many places. I just got here.
음. 난 맋은 곳을 보진 못했어. 난 여기 막 왔어.
Can you recommend me a few must-see places?
넌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을 추천해 줄 수 있니?

B: Sure. You should check out the liberty bell center, Benjamin Franklin Museum, Rodin museum.
물론이지. 넌 자유의 종 센터, 벤저민 프랭클린 박물관, 로댕 박물관을 꼭 가봐야 해.

A: Oh, thank you. Let me write down those places. I will definitely visit those places.
응, 고마워. 내가 그 장소들을 좀 받아적을게. 난 반드시 그 장소들을 방문해야겠어.
How are people here in philly?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은 어때?

B: Oh, that’s good question. I have never thought about that.
오. 좋은 질문이야.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어.
I guess they are the same as people in big cities.
내 생각에 여기 사람들은 다른 대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

A: Oh, I got you. I appreciate it.
아. 알겠어. 고마워.

B: No problem. Hey! Don’t forget to have Philly cheese steak before you leave this city.
천맊에. 헤이! 너 이 도시 떠나기 젂에 Philly 치즈 스테이크 먹어야 하는 걸 잊지 마.

A: Of course! I have already tried some places. It is the best cheese steak ever.
물론이지! 난 벌써 몇 굮데 가봤어. 최고의 치즈 스테이크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