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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료는 
http://cafe.naver.com/ilovespeech 

 

아이러브스피치 

네이버카페에서 

공유합니다^^ 



CHAPTER. 1-A :  KEY  EXPRESSIONS 
 

1. I’m glad to meet you. 

 

Advice * “meet” 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glad 말고도 다양한 형용사를 삽입하면 어감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Nice/ happy / good / pleasant/ pleased 

 

 

2. May I have your name? 

 

Advice  *보통은 이름을 물을 때 “What’s your name?” 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 말할 때는 May I have your name? 또는 

Can I have your name? 같은 뜻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공손하게 표현 하고 싶을 때는 과거 형인 could 또는 would를  

          사용합니다. 영어에는 실질적으로 어법상 우리나라처럼  존칭의 개념이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흔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서로 이름을 주고 

받으며 친구처럼 얘기하는 장면을 영화나 외화들을 통해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칭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어를 한다기 보다 동

사의 어형에 변화를 주어 미묘한 어감을 만들어 냅니다. 예컨대, 과거형으로 

동사형태를 바꾸어 그 외적인 의미를 그대로 표현 한다기 보다는 말을 조금 

누그러뜨려 부드럽고 존칭의 개념이 들어간 어투로 살짝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보다는 could  you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존칭의 개념이 삽입된 상냥한 어투가 되겠죠? 

 

3. Where are you from? 

 

Advice  *흔히 태생이나 출신을 물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직역하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지만 말 그대로 직역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거주지나 전반적인 지역을 묻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네요^^ 

TIP>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역, 위치가 궁금할 때는 그



냥 “Where do you live?”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주의 할 점은 

“where” 에 이미 지역적인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삽입해서 

“Where do you live in? (X)” 이라고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콩글리쉬 (Konglish)가 되는 거에요. 주의 하세요!^^ 

 

 

 

4.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Advice   * How long 은 표현 그대로 시간의 길이를 뜻합니다.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불어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현재 완료의 개념입니다. 

보통 구어체에서는 회화위주이기 때문에 문법의 개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들 많이 이야기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시제 (tense)와 관련해

서 현재완료나 진행형의 개념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제와 관

련한 문법 개념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영어의 구어체에서

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과거완료(대과거) 또는 현재완료의 어형들이 많이 사

용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현재완료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 점은 “have+ p.p ( past perfect 과거완료)” 라는 시제의 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현재 완료의 개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

는 동작까지 이어지는 시점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아요. 그래

서 영어 구어 표현에서는 빈번히 현재완료의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

리가 보통 교과서(text) 상에서 배우는 현재시제의 개념들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다(study), 일하다(work)….. 와 같은 현재형의 말은 현재의 상황이

나 대화형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특성이나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에 만 사용되죠?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사용되는 현재완료의 개념이 보통 

일상 생활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자주 쓰는 시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

니다.^^ 



CHAPTER. 1-B :  KEY  EXPRESSIONS 
 

 

1. How are you? 

 

Advice  *보통 인사 겸으로 상대방이 지내고 있는 상태를 물을 때 가장 빈번히 쓰는 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 표현들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한번씩은 쓰

게 되죠^^ 너무 흔해서 실제로 native들이 쓸까? 하는 의문도 들겠지만, 사실 인

사치레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의 

표현들을 조금 상세히 알아두면 상황(situation)에 맞게 적절한 감정 표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흔히 대답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text상의  Dialogue에 제시 된 

것처럼 good 또는 pretty good 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great /  so so / not  so bad / Not much 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할 때 더욱 다양한 표현들의 어

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늘 good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통 한국인 영어 beginners (초보자)들이 무심결에 good 이라

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피곤해서 얼굴은 지쳐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심결에 

good 이라고 대답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native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

답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익히고 연습해 두면 좋겠죠^^ 

 

 

2. Welcome back to Korea. 

 

Advice   *말 그대로 한국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

서 부사로 삽입된 back을 제외하면 우리가 잘 아는 Welcome to  Korea. 

가 되죠. 두 문장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죠. back이 삽입되면 원래 한국

에 살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 있구요, back을 제외하면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한국에 처음 온 것

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도 보통 이런 의미로 쓰이구요. 한 단어

의 첨가에 의해서 표현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겠습니

다. 

 

 

3.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Advice    *be planning to : ~하려고 계획 중인   *planner : 계획자, 입안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을 영어로 표현 하고자 할 때 

보통 be going to ~를 많이 쓰게 되죠^^ 일반적으로 ~하려고 한다, 할 예

정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게 되는 데요. 구어 표현 중에 많이 쓰는 gonna 

가 그 축약어 (abbreviation) 입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be planning 또한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을 표현 한다기 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과 가까운 미래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때는 문장 

전체의 내용으로 파악하거나 뒤에 따르는 시제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구분하

시면 좀 더 파악하시기가 쉬울 실 것 같습니다^^ 예컨대 뒤에 미래의 개념이

나 단어들이 주어지면 확실히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을 거에요.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전체 문장의 맥락에서 볼 때,  

계획을 하려고 한다, ~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

운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먼저 라면 그 계획

을 실행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 I’m here on vacation.  

 

Advice  * “저는 휴가차 여기에 왔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로 여기에 왔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보통 간단히 전치사(proposition) ‘on’ 을 사용합니다. 

vacation이라는 개념은 vacancy가 비어 있음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비어 있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위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아있는 여유시간, 여가를 뜻하는 spare time이라는 단어와

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휴가를 위한 시간과 남는 시간의 개념의 차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P> 전치사 on 을 사용하면 다른 응용 표현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장차 거기에 일주일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응용해서 만들

어 볼까요? 그럴 때는 일단 과거 시제를 사용 해야 겠죠?  

I was there on business for a week. 하시면 되겠죠? 장기간의 출장일 

경우 짧은 여행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business trip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CHAPTER. 2-A:  KEY 

EXPRESSIONS 

 
 

 

   1. What do you do for a living?  

  

   Advice  * “당신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라는 표현입니다. 

“for a living”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직접적인 어감도 있기 때문에 

주로 What do you do? 로 축약해서 많이 들 사용합니다. 

living은 “생계, 생활”이라는 뜻이죠? 가끔 원어 민들이 “What do you do?”

라고 물으면 당황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아, 나의 직업을 묻는 구나.’ 라

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 Are you making progress? 

 

Advice * progress   n. 전진, 진보 v. 전진하다, 진보하다 

        *progress 는 동사와 명사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사의 현재진행형 형태로 쓰이고 있죠. 명사로도 쓰인다는 점 알아 두시 구요. 

make progress 는 일이 잘 진척되거나 잘 되어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뜻을 강조하려면 much를 넣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구어체에서는 much를 많이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 일이 잘 진척되고 있나요?” 라고 묻고자 할 때는  

Are you making much progress with the work?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

니다.다른 응용표현도 확인 하고 넘어 가세요! 

 
“그 일이 잘 진척되고 있나요?”  

Are you making much progress with the work?  

 “디앤(Deanne)은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Deanne   is making good progress with her English.  

TIP) 일이 원활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잘 해나가고  있는 지를 물을 때는 



make  good time 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3. Do you have a job available for me? 

 

Advic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available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호텔에 머물 방을 예약하려는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c. f) 빈 방을 예약하실 때 사용해 보세요. 

A: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now? 

B: Yes, it is. How can I help you? 

    

       A: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있나요? 

B: 네, 그럼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4.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job? 

 

Advice  * be going to 는 ‘~하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위에 밑 줄을 그은 것

처럼 be going to 는 구어체에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

다. 원어 민들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구어체에서는 gonna 로 줄여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발음하기에도 

gonna 가  쉽고 절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하겠죠?^^ 

 

c. f)  When are you going to take the test? 

             당신은  언제 그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십니까? 

             I’m going to buy a present for Rick. 

            Rick을 위한(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어, 리포트를 거의 마무리 했다.) 

CHAPTER. 2-B:  KEY 

EXPRESSIONS 

 
 

 

 

1.How is your business going? 

 

Advice  *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나 상태를 

묻고자 할 때는 “How is it going?”  또는  “How are you?” 를 주로 사용하는 

데요. 그 표현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추진중인) 업무나 사업에 적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일) 은 어떠하세요? 사업(하시는 일)

이 어떻게 되어가는 중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How’s your business?” 라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c.f) 상대방의 상태나 근황을 묻고 싶을 때는 How’s it going? 이나  

How’s everything? 또는 How is everything with you?  How are you 

getting along?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표현

친한 친구 사이일 때는 “How’s the world treating you?”라고 재미있게 사용

하기도 합니다.  

 

2. Where are you working now? 

 

    Advice  * 말 그대로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에 어

디서 일하고 있냐라는 개념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보통은 Where do you work? 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근무지)이 어디인지를 묻고자 하는  

개념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work? 

 

Advice  *퇴근하시고 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말이죠?^^  

퇴근 후에 라는 말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거에요. 편하게 

after work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fter work 라는 말은 보통 ‘일이 끝난 뒤, 업무를 마친 뒤’ 라는 뜻입니다. 보



통 퇴근하다 라는 말은 be gone  for the day 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Karen 은 7시에 퇴근한다’ 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면,  

“Karen’s  gone  for the day at 7 O’clock.” 라고 쓰시면 되겠죠? 

 

 

4. What sports are you good at? 

 

Advice * be good  at은 흔히 쓰는 숙어죠. ~에 능숙한, 잘 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능하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어떤 일에 서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

다고 표현 하시고 싶을 때는 반대로 be poor at을 쓰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표현도 겸해서 같이 알아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형이 비동사 + 전치

사 ‘at’으로 틀이 같기 때문에 암기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으실 거에요. 어떤 

과목을 잘하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subjects are you good at? 이라

고 하시면 됩니다. 그 표현만 알아두셔도 다양한 종류의 questions 가 나올 수 

있겠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리포트를 거의 마무리 했다.) 



Chapter. 3 :  KEY EXPRESSIONS 

 

1. I’m glad to hear that. 
 

Advice  *이 문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스러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I 'm gla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기쁘

군요.) 여기에서  I'm glad to ~.는 흔히 우리가 인사 표현에서 대면하듯 "~해서 

반갑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that이 상대방이 방금한 

말 전체를 받아 “그 말(이야기)” 를 들으니 기쁘다.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

고 있는데요. 때때로 "기꺼이 ~ 하겠다, 네가 ~하니 기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합니다. 예컨대, “I’m glad you like it.” 하면, “네가 좋아하니 기쁩니다, 그것

이 맘에 든다니 다행입니다 “I’m glad to do it!”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됐네요. 유감입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c.f)   *아래의 유사 표현도 참고해 두세요.  

기쁨이나 행복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I'm pleased to ~  :~해서 기쁘네요. 

ex  I'm pleased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I'm happy to ~   : ~해서 행복합니다 

ex  I’m happy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I'm delighted to ~: ~하니까 기쁩니다. 

ex  I’m delighted to take the work.  

(그 일을 맡게 되어 기쁘네요.) 

 

 

2. It’s (That’s) my pleasure. 



 
Advice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해 준일을 감사해 할 때 오히려 그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응수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본심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기분 좋게 해 준일일 때 이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매너 있고 멋진 사람으

로 인식되겠죠?^^ 

 

 

3. You’ve really been a big help. 
 

Advice  *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Have + been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시점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도와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냥 “You're a big help.” 하시면 “당신은 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어주었을 경우에는 같

은 의미로  “You’ve been my lifesaver.” 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You're a lifesaver.’는 원래  ‘자네는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된다니까.’라는 의미

입니다. 결국 큰 도움이 되어준 분께 감사해 하며 말하는 표현이 되겠죠? 나에

게 언제나 큰 도움이 되고 힘들 때마다 도와 주는 사람에게 가끔씩  

"You're a lifesaver." "You're my angel."이라는 표현을 써 보셔도 좋을 것 같네

요^^  

 

 

4. Thank you.  

 

Advice  *우리말의 '감사합니다' 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anks a lot. / Thanks  a million.”이라고 

하죠? 줄여서는 “Thanks” 구어체에서는  ks 대신에 x 를 사용해서 

Thanx 로 더 간략하게 쓰기도 합니다. 



Thank you for~ 하면 ~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이구요. 좀더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는 “I (really) appreciate it.”이 있습니다. Thank 

you 와 함께 이중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듣기가 민망할 때는 “그런 말 마세요.”라고 하죠? 

이때는  Don't mention it. (천만에요.)으로 표현합니다. 

 

 

  

 

 



Chapter. 3: Key Expressions  

 

1. You’re welcome. 

 

Advice  *보통 ‘Thank you’ 또는 ‘Excuse me’ 라는 말에 ‘천만에요’ 라고 

대답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고 

괜찮다는 어투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무턱대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을 남발하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Excuse me’ 보다 다른 말이 더 적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둘 다 "Excuse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Excuse me."나 "Thank you."라고 말할 

때,"Don't mention it"이나 "You’re welcome"보다는 "No 

Problem.(천만에요.)" 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No Problem.(천만에요.)"도 편하게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I’ll never forget you. 

 Advice * will 은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동사 중의 하나로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never 이 삽입되어 

결코~~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forget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동사의 동작에 + ~ing 를 붙여서 명사의 형태로 

만드는 것) 의 형태나 to 부정사 +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은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Don’t’ forget to 

remember.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를 잊다’ 라는 뜻으로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많이 오게 되는 데요, 적절한 명사를 

삽입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영어 권 국가에서 생활하면 외국인에게 Thank  you 란 말이나 Sorry 란 

말을 많이 듣게 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어 권 국가 사람들은 

하찮고 작은 물건 하나를 빌려도 Thank you 라는 말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Thank you 라고 말을 듣거나 할 때, 답변으로 자주 

하는 말을 예로 들면, ‘It's Ok.’ 또는 ‘That’s  OK.’  (Just) Forget about 

it.’ 을 들 수 있다. Forget about it. 이란 말은 한국어로 표현 하자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란 말입니다. 즉,  “별로 큰일이 아니니 부담감 같은 거 

같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3. This is a little present for you. 

Advice  * ‘present’ 라고 하면, 보통 선물이라는 뜻이죠? 해석 상 어려운 점은 

없으셨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이건 제가 당신께 드리는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란 의미이죠?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한가지 더불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present 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강세가 present 로 명사로 쓰일 때 첫번 째 

음절에 강세가 가는 것과는 달리 2 음절에 강세가 붙고 

발음(pronunciation) 또한 다르게 납니다. 의미는 ‘선사하다’ 또는 

‘선물하다’ 인데요. 보통, 영미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시작 화면이 뜨고 

배급 회사가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 

같은 경우는 New Line Cinema presents…. 이런 자막이 뜰 겁니다. 뉴 

라인 시네마 사가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presents 는 선물이 

아니고 뉴 라인 시네마 사가 선사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회사명도 

하나의 3 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 가 붙습니다.  

 

4. I’m flattered. 

Advice  “flatter”은 원래 아첨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첨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를 지닌 말은 아니죠? 원래 ‘flatter’ 이라는 말 자체는 ‘기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약간 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첨을 하다’ 라는 의미이므로 “I’m flattered.” 라고 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는 아첨을 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은 칭찬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아첨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c f) 과찬의  말씀입니다.   

I’m flattered. 

=Don't make me blush.  

너무 과찬이라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니까 “얼굴 붉어지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 입니다. 

=You flatter me. / You're flattering me. 

=You praise me too much. 

   너무 많이 칭찬(격려) 하지 말아요. 

그리고, 같이 알아두면 좋은 ‘Don’t  flatter  me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과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자면 ‘나 비행기 

태우지마.. 나 너무 띄우지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느 정도 친숙한 사이에선 

농담의 의미로 쓸 수 있는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진발이 잘 받는 사람에게는 “You’re so photogenic.” 이라고 하는데

요. 그 표현은 flatter을 이용하셔도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is picture flatters me."  원래는 “이 사진이 나에게 아첨을 한다”는 뜻이죠? 이 

사진은 실물보다  잘 나왔다. 사진발이 잘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CHAPTER. 4-A: Key Expressions 
 

 

1. Can you help me? 
  

     Advice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Can I help you?” 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 하시

면 되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보통 can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may 또는 could, would 등의 조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면 좀 더 정중

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죠? can 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고 편하게 물음

을 유도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2. Where do you want to go? 
 

Advice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하고서 그 지역을 결정할 때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묻거나 가려고 하는 지역을 묻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때 아주 빈번히 사용합

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네요^^ 

 

3. I’m looking for the post office. 
Advice  * ‘look for’하면 ‘~을 찾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look for’은 사물을 찾을 때도 쓰이고 사람을 찾을 때도 많이 씁니다.   

          ‘find’ 와의 차이를 들자면 ‘find’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 외에 ‘어떤 사실이나 방법 등을 (노력하여) 알아내다,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큽니다.  

 

I'm looking for a shirt in my size.  

제 치수에 맞는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around here?   



이 주변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Is she the one that you’ve been looking for?  

당신이 여태껏 찾던 그 사람이 그녀인가요?  

 

 

 

2. Turn left and it will be on your right. 
Advice *위치를 가르쳐 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왼쪽으로 도시면 오른 쪽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좌우의 '위치'를 가리킬 때는 'on my left(왼쪽에)' 처럼 전치사 ‘on’을 사용

하지만, turn처럼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작의 동사가 올 때는 '방향'의 

전치사 to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left 는 명사의 뜻인 ‘왼쪽’ 의 뜻도 

있지만 ‘왼쪽으로’ 라는 부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to the left를 'left'(왼

쪽으로)라는 한 단어의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right 도 같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urn right and it will be on your left. You’ ll can’t miss it.  

               (오른쪽으로 도시면 왼쪽에 있을 겁니다.  놓칠 수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곳을 놓치지 않고 찾을 거라는 뜻입니다. 

 

-- Go down this street and turn to the left. (left 왼쪽)  

(이 길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 It' s down the street, on the left.  

(길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 Go down the street and you'll find it on the left. 

                (길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있을 겁니다.) 

              -- You'll find it on the left, straight down the street.  

(길 아래로 쭉 내려가서 왼쪽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CHAPTER. 4: Key Expressions 

 

1.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 

 
Advice  *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 하면 청자가 (listener) 상대

방이 방금 한 말을 정확히 알아 듣지 못했을 경우에, 또는 말투가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could 가 들어갔으므로 아주 정중하게 묻는 표현이라고 생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물음을 유도할 때는 동사의 과거형이 좀 더 정중한 의사표

현에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문장은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더  간단히 평서형 문장으로 표현

하셔도 무방한데요. 간단하게 'Speak slowly pleas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시다시피 please도 정중하게 부탁을 요청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전체 문장을 다 통째로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Could you repeat that again please?” 은 간단히 “Pardon?”  “Sorry?”  라고 

말씀하셔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끝을 올려 읽어야 하는데요,  

말 끝을 내려 읽을 경우 '실례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원어 민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

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실례지만? ….다

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말 그대로 “Could you repeat that again, please?” 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that은 상대방이 한말을 모두 받는 지시 대명사겠죠? 

보통은 빨리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어체 대화상은 “Pardon?”  “Sorry?” 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단 물음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쓰므로 꼭 끝을 올려

서 물으셔야 하겠죠? 원어 민들이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 들었을 때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2. No problem.  
Advice  *이 표현은 That’s not a problem.의 준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괜찮다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합



니다. 구어체 대화 상에서 정말로 빈번히 쓰이는 표현이니까 별표★ 꼭 쳐두

시길 바래요^^ 영미 권 사람들은 Thank you라는 말 이나 I am sorry 라는 말

을 들었을 때 가장 편하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Don’t mention it. 이

나 That’s okay. 를 쓰지 않고,  이 말을 쓸까?’ 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

실 텐데요. 사실상 이 말은 ‘별일 아닌데요 뭘,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로 두

루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표현 만

으로 자신의 심정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

죠? 의 텍스트 상 (23p.)의 Dialogue 2에 나온 No problem. 또한 (별일 아닌

데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

습니다.  

         

연관 표현들로는  That’s ok.  "No problem." (괜찮습니다.)  

No big deal.  No sweat. Not a problem. 등이 있어요.  

            모두 “뭐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데요, 뭘”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

면 됩니다. 먼저 "No big deal."은 카드 게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deal은 원래 

거래를 뜻하는 말이죠? 게임 상에서는 '제대로 한 판 패를 돌리는 것' 즉,  “크

게 한 판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big deal'은 당연히 '큰 것 한 판' 또는 ‘큰 

거래’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아, 그렇다면 ‘no’가 그 앞머리에 오면 "No big deal."은 '별로 크거나 대수

롭지 않은 일'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No sweat은 ‘sweat’이 ‘땀, 땀을 흘리다’라는 의미 이므로 ‘별로 힘든 일 아

닌데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I a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B: No problem. I  was  just talking on the phone to my friend. 

 

A: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B: 괜찮아. 친구랑 전화로 그냥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A: I lost your favorite pen. 

B: No big deal. I have another one like it. 

       

A: 네가 좋아하는 펜을 잃어버렸어.  

B: 괜찮아. 그런 게 하나 더 있으니까. 



A: (Do you) mind if I smoke?   

B: No problem. Go ahead. 

 

A: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B: 그럼요. 괜찮습니다. 피세요. 

 

A: Do you mind if I leave this to you?  

B: No problem!  

 

A: 이것 좀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B: 그럼요, 괜찮습니다. 

 

No problem. 은 구어체 대화상에서 더 줄여서 ‘no prob’  로도 많이 씁니다. 줄임 

말(contraction) 은 친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므로 “괜찮아 

친구야.”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줄임 말 표현 또한 실질적으로 많이 쓰

이므로 꼬옥 기억해 두세요. 

 

3. Could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gas station is? 
 

Advice *Could you는 좀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가

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도 더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let me know where the 

nearest gas station is?’ 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where~이하의 어순입니다, where이 의문사로 사용될 때는 문장의 맨 앞머리

에 와서 Where do you want to go? 와 같이 (의문사)+주어(S)+동사(V) 어순

이지만 이 문장에서처럼 부사의 뜻을 간직한 채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의 뒷 부사절 맨 앞에 등장하게 되고 그 뒤에 오는 어순 또한,  
where (관계 부사) + 주어(S) + 동사(V)형태로 바뀝니다. 부사의 모습을 하면

서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지니는 부사가 바로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의 뒤에 나오는 어순은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관계 부사 + 주어 + 동사 

라는 점 만 주의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영어로 gas station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사고 

개념으로는 oil station 또는 모 기업의 상표 명과 같이 oil bank 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정유 된(fined) 기름들은 차에 넣었을 때 개스(gas) 

가 연소 되면서 작동을 하므로 기름이라기 보다는 개스(gas) 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떠올릴 때 다시 한 번 gas station 이라는 것 명심해 

두시구요^^  이번 page 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에 차에 관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번 해드릴게요! 

 

4. Let me see.  

Advice *이 표현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let 은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다. 하게 두다라는 뜻이죠? 

원래의 의미로는 “보게 해 주세요. 한 번 봅시다, 어디 보자..”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병환을 진료할 때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상대방의 말에 이끌려 어떠한 일이나 물건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책(text) 상에는 “잠시만요…”라는 말로 의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본론을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면서 “잠시만요” 또는 

“봅시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은 이럴 경우에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짧은 표현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어느 말이 적절한 지 어감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A:  How can I help you?  

B:  Doc(Doter). I have a terrible backache.  

A:  Let me see. How’s the symptom? 

 

A: 어디가 편찮으세요? (의사가 환자에게)  

B: 의사 선생님. 등에 통증이 있습니다. 

A: 어디 볼까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A: Where's McDonald's?  

B: I am stranger here… Can you let me know where it is?  

A: Let me see…  Turn right at the corner, and go straight up this Street. 

You’ll  see  it  on your right. You’ll never miss it. 

B: Straight to the corner, and then turn right ? 

A: Exactly! 

 

A: 실례합니다. McDonald 가게가 어디에 있죠? 

B:  저는 여기가 처음이라서요…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A: 봅시다…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길을 따라 똑바로 가세요. 

당신의 오른쪽에서 그곳을 발견 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놓칠 리가      없을                                                                

겁니다! 

      B: 길 모퉁이까지 똑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라는 말씀이세요? 

      A: 정확해요!(바로 맞았어요!) 

    



CHAPTER. 5-A: Key Expressions 

 

1.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Advice  *be interested in 은 학창시절 때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숙어인데요. 흥미와 

관심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숙어입니다.  

                 

* I'm interested in traveling. 나는 여행에 흥미가 있다. 

*I am interested in play  

   

구어체 표현으로 ‘흥미를 돋우다, 흥미가 나게 하다’ 라는 표현은 ‘turn on’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언가(something or someone)가 ~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한다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원래는 ‘불을 켜다’ 라는 의미죠? 불이 반짝 할만큼 

흥미를 돋우는 무언가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예문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That picture on the right turns me on. 

오른 쪽 저 그림에 흥미가 있다. (그림이  나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한다.) 

       The white dog in his pet-shop   turns me on. 

       나는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그 흰 개에 흥미가 있다. 

       American sit-com(situation-comedy) “Friends” always turns me on. 

        미국 시트콤 “프렌즈”는 언제나 내게 흥미를 갖게 한다.  

 

반대되는 어구는 전치사인 “on”만 “off” 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turn off’ 는 그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심이나 흥미를 떨어뜨린 다

는 말을 ‘불이 꺼진다’는 말로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 의미는  ‘흥미를 잃게 한

다’라는 말이겠죠? 속어(slang)으로 말하자면, ‘밥 맛이다^^;’  라는 말로도 사용

할 수가 있겠네요.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 보기가 싫다, 질린다 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ngela always complains about something. She really turns me off! 

Angela (앤젤라) 그 여자는 언제나 뭔가에 대해 불평이야. 정말 질색이야.  

 



2.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someday.  

Advice  *위 문장은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물음의 대답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로 여기서는 

언젠가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의미겠지요. 전체 대화문으로 만들면 

 

 

 

가 되겠습니다. 영미 아이들이 흔히 ‘커서 ~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통 want to~ 는 ‘~하고 싶다’는 말이죠? 구어체 

영어에서 많이 wanna 로  많이 줄여서 발음합니다. 영어 

권 국가 중에서도 미국인 들의 성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용주의(pragmatism)   성향인데요, 발음을 단축시키려는 점이 이런 

구어체의 축약(contraction) 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축약형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꼬옥 발음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3. Can you speak any other languages? 

Advice  * “(그 밖에) 다른 언어들을 구사할 수 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Can you speak English? 는 단순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가 묻는데 비해 

Can you speak  in English? 라고 묻는 상황은 영어 권 사람이 아닌 

우리들이 한국말로 말을 했을 때 "영어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묻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더라도 묻는 어감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n you speak English?"는 "당신 영어를 할 

줄 아세요?"라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관해 묻는 의미가 강합니다만, 

 A :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B :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someday.  



"Can you speak in English?"는 영어로 말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당신은 

영어 할 줄 알죠?"  "영어로 말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It’s very tough.  

 Advice  *tough ‘일등이 어렵거나, 고된’ 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Difficult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Difficult는 상황이 어렵다기 보다는 문제나 어떤 것들을 배

우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 

It's very rough, It's very tough, It's very hard, 등도 같은 의미로 사용해 보

세요! 너무 힘들고 고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하기 편하고 쉬워서 ‘식은 죽 먹기네 뭐’ 라는 말로 사용하시

고 싶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써보세요. 

It was too easy! (너무 쉬운 걸!) 

 It's just a snap!(흔히 일이 잘됐거나 쉬운 일일 때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

가락을 꼬아서  '딱' 소리를 내는 스내핑(snapping)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It's a breeze! (바람이 스치듯 쉬운 일이야!) 

It's a piece of cake. (케익 한 조각을 후딱 해치우듯 쉬운 일이야.) 

No sweat! (별로 땀을 흘릴 일도 아니야! 쉬운 일이야!) 

It's a smooth sailing. (부드럽게 항해하는 일과 같아. 아주 쉬운 일이야.) 

들이 있습니다. 



CHAPTER. 5-B: Key Expressions 

 

 

 

 

1.  I couldn’t agree more.  
 

Advice    * ‘ I couldn’t agree more.’ 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감상으로 어 

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리 좋은 뜻이 아니라고 

오해한 분들도 간혹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부정을 강조하면 오

히려 강한 긍정이라고 일축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표현도 표면적

으로는 부정어가 나오고 비교급(더 이상~) 개념이 같이 등장하면서 강한 부

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

의 한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크게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

의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어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이 말은 정

말 공감할 때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할 수 있는 어감의 말이 되겠

습니다. 동의를 나타내는 다른 영어 표현들도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표현들

도 더불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때  

 

Right. (맞아요.)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응수하는 말이 되겠죠? 

I agree. / I'm with you. /I agree with you. (동의해요.)   ‘동의 한다’ 라는 기본 표현이죠? 

I quite agree with you. (=I quite agree with you there.)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TIP>  quite 하면 보통 “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는 quite 가  ‘전

적으로’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동의한다’ 라는 어감으로 사용하시

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I’m all for i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모두 

찬성이야.’ 라는 말이겠죠? 이 어투에는 단순하게 찬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라는 뉘앙스(nuance)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말이 바로 그거에요.’ 라는 어감은 아래와 같이 표현하시

면 됩니다. “내 말이 그 말 이야.” 이런 말은 흔히 사용하게 되죠? 상대방에게 동의

의 감정을 강하게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해 보세요 

That's exactly what I mean. /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You can say that again. (내가 할 말이 바로 그거야.)  

 

2. What’s your opinion?  
 

 Advice    * What i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견해)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겠죠?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견이 궁금할 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What is your opinion?  Please tell me your story. 

       (당신의 의견은 어떠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그리고, 의향을 물을 때 빈번이 쓰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What do you think of ~? (something or someone)입니다.  

바로 `－을(사물 또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하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기억해 두세요^^ 

 

 

3. You have to enjoy losing face. 

Advice   * ’lose (one's = 소유격) face’ 하면 말 그대로 얼굴(면상)을 잃다, 즉  ‘쪽을 

팔거나 체면을 잃다, 창피를 당하다’ 라는 말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평소에 별로 눈이 가지 않던 원어 민(native speaker) 들을 길거리에서 마주 

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영어로 나누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경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분들의 episode 를 많이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원어 민 들이 다가오거나 대하게 될 때는 정말 머리 속에서 

표현들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고민하기 보다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말을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시도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gesture 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따스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보듬을 수 있는 태도겠죠? ^^이야기가 

길어 지긴 했지만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 표현처럼 체면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 가 싶습니다. 체면을 차리라고 말을 할 때는 

‘유지하다’라는 뜻을 지닌 ‘maintain’ 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hy don’t you maintain your face? (체면을 차리셔 야죠.) 

‘~하는 것을 즐기다’ 라는 표현은 enjoy 를 사용하는데요,  ‘~하는 것’이므로 

뒤에는 명사형 또는 동사의 명사형태가 와야 겠죠? 그래서 동명사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명사 형태는 현재 진행형과 그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enjoy 다음에 ‘~ing’ 형이 와서 lose 가 losing 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4. Absolutely!   

 

 Advice * “(네 말이) 맞아! 당연해!” ‘당연하지’, ‘물론이지’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자신의 의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짧지만 강한 어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서로 주고 

받은 말이 ‘확실하다, 당연하다’라는 어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흔히 십대(teenagers)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처럼 ‘당근이지!’ 라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래 ‘당연하지! 

당근이지!’라는 말에 가까운 유사 표현 중 또 하나는 ‘It's a sure 

thing.’입니다. 그리고 구어체 표현으로 그 밖에 실용 회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Definitely"  "Absolutely"  "Certainly" 등이 있습니다. 라는 어투의 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You bet! (당연하지)은  12 과의 text 상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제가 앞서서도 잠깐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원래 bet 은 ‘내기를 걸다, 확신하다’ 라는 말로 ‘당연한 일이지, 물론이고 말고’ 

라는 뜻으로 씁니다. 

You're right.  That's right.    Of  course.   



이러한 어투의 표현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기본적인 관심· 

표시를 위한 중요한 응대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원어 민 들과의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적절한 표현들로 응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어가 fluent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적절히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대답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CHAPTER. 6-A: Key Expressions 
 

 

1.  What cities have you been to in Korea? 
 

Advice * “상대방에게 한국에서 어떤 도시에 있어봤습니까?” 라는 의도로 하는 말이겠죠?  

be 동사가 쓰여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라는 말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머무르고 있을 때, 어떠한 도시들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방문을 했

던 적이 있는지의 경험을 묻는 현재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완료 개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현

재완료는 개념은 구어체에서 정말 빈번히 쓰이고 있으므로 예문들 잘 기억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와 관련해서 원어 민들이 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 Where have you been? 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정말로 흔히 쓰는 

표현인 Where have you been? 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표현은  "어디 갔었니, 혹은 어디에 있었니?" 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있던 친한 사람이나 상대방이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을 때 적절한 표현이겠죠? 장소를 묻는 표현이므로 대답

(answer)은 I have been at~ 으로 하시면 되겠죠? Where have you been? 에서 

where를 how로 바꾸어주면  “그 동안 잘 지냈니?” 라는 의미의 인사 인 

How have you been? 이 됩니다. 이 표현은 How are you (doing)? 과 같은 의미

의 문장이 되겠죠? 항상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유사한 문장

은 꼬옥 더불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열심히 연습하면 실제 원어 민

과의 대화 과정에서 유연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Rick:  Where have you been till now? I’ve  

Angela: I have been studying Spanish in the library. 

Rick: Really?? That’s unbelievable.  

 

Rick: 너 여태까지 어디에 있었니? 

Angela : 나 도서관에서 쭉 스페인 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Rick: 정말이니? 놀랍구나. 

 

 



         A: I haven't seen you for ages. Where have you been? 

         B: I’ve been in Paris on business trip for 2 month. 

 

 A: 오랫동안 못보고 지냈구나. 어디에 있었니? 

 B: F 

 

A: How have you been? 

B: I haven't been feeling very well lately. I feel sick. 

        A: I’m sorry to hear that…. Take care of yourself. 

 

            A: 어떻게 지냈어? 

            B: 나 요즘 별로 잘 못 지냈어. 나 아프거든. 

            A: 그 말 들으니까 안됐다…. 몸조리 잘해. 

        

 

 

2. What did you think of it? 
Advice     What do you think of~ 하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말입니다. 

보통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

니다.  Of~ 다음에 상대방에게 묻고 싶어하는 대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의견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편하게 생각을 물을 때

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머리 속에서 how를 떠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물을 때는 what을 씁니다, 이는 일

종의 고정된(fixed)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 상대방의 생

각이나 의향을 물을 때에는 how가 아니라 what을 써서 표현한다는 점 꼭 기

억 하시구요^^  

 

 

A: What do you think of that guy?  

B: Umm… He’s so kind. He’s such great guy. 

A: Right, exactly. He’s a sweetheart. 

 

A: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B: 음… 너무나 친절해. 그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야. 

            A: 맞아, 정확해. 그는 너무나 기분 좋은 (하는) 사람이야. 



 

<TIPS>  ‘sweetheart’ 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답니다.  

    구어체 상에서 자신의 애인을 부를 때도 흔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상대에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착하고 맘씨가 따뜻해서 호감을 주는 사람을 칭할 때 많이 쓰죠. 후자의 경우

에는  He has really soft heart. 를 사용해도 의미가 같아요. 예쁜 표현이죠?^^ 

 

 

A: What do you think of our baseball team? 

B: I’ve watched them play yesterday morning. They looked so nice! 

A:  Tell me more about your idea. What do you think of them?? 

B: They're pretty good. All of them played great!  

Especially, I think Rick was MVP of the day. 

 

 

A: 저희 야구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B: 제가 어제 아침에 그들이 경기하는 것을 봤죠. 너무 멋져 보이던데요! 

A: 당신의 생각하고 계신 걸 좀더 말해주세요.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B: 아주 멋지던데요.  모두들 잘 경기 하던걸요. 

특히, 제 생각에는 Rick이 그 날의 최고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TIPS> M.V.P는 우리가 흔히 최고 선수를 칭할 때 쓰는 단어이죠. 

Most Valuable Player의 준말(contraction)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뛰어난) 선수라는 말이겠죠? 

 

 

A:  What do you think of Peter Jackson’s new movie, Lord of the Rings?  

B:  I watched it yesterday. How fantastic movie it really was!!! 

] I like the storyline of the movie.  Did you watch it? 

A:  Not yet, I just read synopsis of it on the internet.  

        But, I think it must be really attractive.  

 

A: 피터 잭슨 감독의 새 영화,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B: 저 어제 그 영화 봤어요. 정말로 환상적이던데요!!! 

저는 그 영화의 줄거리가 맘에 들더 라구요. 그 영화 보셨나요? 



A: 아직 못봤어요, 전 그냥 시놉시스만 인터넷 상에서 읽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영화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3. I was very impressed.  
 

Advice  *impress는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죠?  

그래서, be impressed 하면 수동형태로 ‘감명(인상)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동사에는 자동사를 수동의 어형으로 만들어서 형용사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 형용사 impressed 또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감명, 

감동을 받았을 때는 I am very impressed. 그리고, 어떠한 특정 대상이나 사람에 

인상이나 감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명사의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impressed with(또는 by) 라는 숙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 (깊은) 인상

을 받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 I was impressed with her oriental  appearance. 

나는 그녀의 동양적인 외모에  인상을 받았다.(그녀의 동양적인 외모가 인상적이었다.) 

 

* I heard that Amy was very impressed by your home page.  

  제가 듣기로는 에이미(Amy)가 당신의 홈페이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 All of us were deeply impressed by your speech. It was really excellent. 

   우리 모두들 당신의 연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어요. 

 

 

 

 

4. Was there anything that made you 

embarrassed? 
Advice  *embarrass는 원래 ‘난처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당황하다’ 라는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앞서 문장 표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 



단어 또한 자동사를 수동으로 변형시켜서 형용사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죠? 그

래서 embarrassed는  형용사로서 ‘당황한, 난처한’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Was there anything that made you embarrassed? 하면 말 그대로 “당신을 당황

하게 만들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예문을 활용해 볼까요? 

 

  A: Right after I entered the room…… I was too embarrassed.  

B: What made you so embarrassed?  

  A:  Michelle was reading my secret diary at that time.  

 

  A: 그 방에 들어간 직후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B: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황했는데? 

  A: 미셸(Michelle) 이 그 때 제 비밀 일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Michael often embarrasses us with pop quiz.  

 마이클(Michael)은 종종 갑작스런 퀴즈(시험)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곤 해요. 

 

*Deanne was so embarrassed to hear the news that her favorite dog was stolen. 

디앤(Deanne) 은 그녀가 좋아하던 강아지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매우 당황스러워 했었어.  

 

 

  

  

 

  

 



CHAPTER. 6:  Key Sentences   
 

 

1. I don’t know what to say. 
 

Advice  * I don’t know what to say. 하면 말 그대로 뭐라고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

어요. 라는 말이겠죠? 당황 스럽다거나 기분 상,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을 때, 이 표현을 적절히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what 은 의문

사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무엇~ 이라는 뜻을 지니

고 있으면서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할 것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

니다. What + to 부정사 + 동사 원형(R) 가 오면 무엇을 할지라는 말이 되

겠죠? I don’t know what to do. 하면 그래서 ‘난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

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 대신에 뒤에 주어(S) + 동사(V) 의 어순이 와도 같

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하면 

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은 관계 대명사의 어형을 잘 알아서 활용하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뜻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  Don’t worry!  
 

Advice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obby Mcferrin 의 노래 ‘Don’t worry,  be happy’ 가 떠오르네요^^ 상대

방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무언가에 대해 걱정 하거나 우려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할 때는, 뒤에 much를 붙여서 Don’t worry 

too much. 를 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왜 그래, 걱정 마! 정도의 어투로 쓰는 표현은 Come on!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come on은 그냥 이리와! 정도로 쓰일 것 

같은데, 억양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on 을 길게 발음하면 걱정 마.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억양에 따라 의미나 어감이 달라지므로 주의 하시면 좋



겠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억양으로 발음해보세요.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okay! Let’s gonna be positive. 

걱정하지마.  모든 일들은 괜찮아 질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Come on! If you have any problems, I’ll be there for you.  

      걱정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 줄게요. 

       

 

3. You’ll get used to taking exams  

in no time. 

Advice  *get used to + 명사, 동명사 는 ···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의 숙어입니다.  

          get used to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 형을 

넣어서 명사로서 표현하는 동명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여 문장을 해석해 보면, 당신은  ‘시험을 치르는 데에 

익숙해 지실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하실 점은 in no time 이라는 시간적 개념인데요.   

원래 in time 은  시간에 맞게, 시간 내에 라는 말이지요? 그와 같이 

이번엔 in (less than) no time 이라는 숙어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n no time 은 

 곧, 바로 정도의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애매하시다면 

시간이 가기도 전에, 그 내에 바로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씩 개념들을 정리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You’re not good at handling it now, but you get used to it in no time!  

당신은 지금은 그것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지만, 곧 익숙해 지실거에요! 



I'm getting used to take a picture these days. 

저는 요즘 사진을 찍는데 익숙해 지고 있답니다. 

 You'll soon get used to your surroundings. Don’t worry about everything. 

당신은 곧 당신의 주변환경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4. Cheer up! 
 

Advice  * Cheer up!  이란 원래 상대방이 축 쳐져서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상대방을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흔히 “힘내! 

기운 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축 쳐서 기운이 없어 보일 때는 Chin up! 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chin 은 턱이라는 뜻이죠? 턱을 좀 들어봐요! 라는 말로 

실질적인 의미는 힘 좀 내세요, 기운 내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 !" 또는 "힘을 내 !" 라는 

뜻으로  Be of good cheer ! 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Hey, keep your chin up! Everything will be fine! 

이봐, 힘내! 다 좋아질 거라구! 

 

Cheer up! Everything will be alright. 

힘내요! 다 잘 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