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방문  목적에 대해 말할 때 8
I’m here for/ to ...

002 걱정된다고 말할 때 11
I’m worried about...

003 나의 다짐에 대해 말할 때 14
I’m ready for / to...

004 점점 고조되는 상태에 대해 표현할 때 17
I’m getting...

005 집중 / 노력 중인 상태를 표현할 때 20
I’m trying to...

006 한껏 기대되는 마음을 표현할 때 23
I’m looking forward to...

007 살짝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을 때 26
I was wondering if...

008 조금 미안한, 하기 힘든 말을 꺼낼 때 29
I’m afraid (that)...

009 할 일 / 하지 않을 일에 대해 말할 때 32
I’m (not) going to...

010 상대방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물어볼 때 35
Are ㅈ/ Aren’t you going to…(if)...?

011 내가 방금 막 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 말할 때 38
I was just going to...(when)... 나  마침 (딱) ~하려고 하고 있었어/ ~하려던 참이었어

012 자꾸만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 말할 때 41
I can’t stop...

013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말할 때 44
I can’t tell if… (or not.)

014 말도 안되게 놀라운 (어이없는) 상황일 때 47
I can’t believe (that)...



015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50
Can I…?

016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53
Can’t you…?

017 그만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 56
You can’t keep -ing

018 깜빡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할 때 59
Don’t forget to...

019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을 때 62
Do/ Don’t you…?

020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65
Don’t tell me (that)...

021 마지 못해 설명을 해야 할 때 68
It’s just that...

022 그건 아니라고 말할 때 71
You can’t just...

023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할 때 74
It seems like...

024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할 때 77
It’s time to...

025 구체적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 80
Is it okay if…?

026 가능한지 물어볼 때 83
Would it be possible…?

027 강조해서 말할 때 86
That’s what/ where/ when/ why/ how...

028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일 때 89
There’s no way (that)...



029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때 92
There’s a chance (that)...

030 확신에 가득 찬 한 마디를 할 때 95
There must be...

031 항상 그렇다고 말할 때 98
There’s always...

032 하나도 없다고 말할 때 101
There’s nothing (to)...

033 사람들의 동의나 참여를 구할 때 104
Who else…?

034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할 때 107
Who cares if…?

035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할 때 110
What if…?

036 이유를 물어볼 때 113
What makes you…?

037 취향, 종류에 대해 물어볼 때 116
What kind of…?

038 어떤 사람/ 사물의 특징에 대해 물어볼때 119
What is/ was… like?

039 상대방의 말을 다시 되물을 때 122
What do you mean…?

040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 125
What does it take to…?

041 기억을 더듬어 질문할 때 128
Who/ What/ Where/ When was the last…?

042 어떤 일에 대한 소감, 반응이 궁금할 때 131
How was…?



043 방법을 물어볼 때 134
How do I…?

044 의아해서 질문할 때 137
How come…?

045 자주 하는 일인지 물어볼 때 140
How often do you…?

046 기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143
How long have you been -ing?

047 가볍게 제안할 때 146
How about -ing?

048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 149
I’m upset about... ~때문에  속상해/ ~때문에 화가나

049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할 때 152
I don’t feel like -ing

050 약한 정도의 표현을 할 때 155
...not that...

051 조건이 성립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158
Now that...

052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161
Don’t even...

053 처음으로 해 보는 일에 대해 말할 때 164
I’ve never… before

054 지속적으로 해 온 일에 대해 말할 때 167
I’ve been -ing

055 납득이 안 돼서 질문할 때 170
What’s so… about…?

056 소감을 물어볼 때 173
What’s it like to…?



057 조심스럽게 조언할 때 176
Maybe you should...

058 살짝 재촉하거나 확인하듯 물어볼 때 179
Shouldn’t you/ we…?

059 후회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182
I should have...

060 했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말할 때 185
Should I have…?

061 일어날 뻔했거나 아쉬운 일에 대해 말할 때 188
I could have...

062 가상의 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 191
If you could … who/ what/ where/ when would…?

063 불확실한 계획에 대해 말할 때 194
I might have to...

064 확신할 수 없는 추측을 말할 때 197
I guess...

065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에 대해 말할 때 200
Guess...

066 하기로 되어 있는 일에 대해 말할 때 203
I’m supposed to...

067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 206
What/ How am I supposed to…?

068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209
The thing is, ...

069 완전 확신하며 말할 때 212
I’m pretty sure (that)...

070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215
I’m not sure...



071 상황을 재차 확인할 때 218
Are you sure (that)…?

072 너무 당연한 말을 들었을 때 221
Of course...

073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언할 때 224
If I were you, I would/ wouldn’t...

074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227
I feel sorry for...

075 상반되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230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076 미안한 얘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서 233
I’m sorry, but...

077 실수한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사과할 때 236
Sorry if I...

078 나의 의도를 알려줄 때 239
I just wanted to...

079 완전 100% 확신할 때 242
I bet (that)...

080 상황을 추측해서 말할 때 245
(It) Looks like...

081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 말할 때 248
(It) Turns out (that)...

082 내 추측에 따른 결론을 말할 때 251
I take it (that)...

083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싶을 때 254
Just because… doesn’t mean...

084 예의바르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때 257
Do you mind if…?



085 질문을 돌려 말할 때 260
I wonder...

086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할 때 263
I have no idea...

087 할까말까 고민 중인 일에 대해 말할 때 266
I’m thinking about...

088 예의바르게 요청할 때 269
I would like...

089 예의바르게 제안할 때 272
Would you like (to)…?

090 자유롭게 허용할 때 275
Feel free to...

091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말할 때 278
I can’t help...

092 정중하게 부탁할 때 281
I’d appreciate it if you...

093 상대방의 결정에 맡긴다고 말할 때 284
It’s up to you...

094 가상의 선택에 대해 말할 때 287
I would rather… than...

095 어떤 결과가 생길지 자신있게 말할 때 290
Once…, you will never...

096 무언가를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 293
I doubt (that)...

097 정보를 공유할 때 296
Let me know...

098 상관없다고 말할 때 299
No matter...

099 사람, 상황, 사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때 302
I’m happy for/ to/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