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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총정리

CHAPTER

01

be+형용사[pp]~

PATTERN 01

I’m nowhere near ready to+V

(…해서) …에게 화가 나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I’m not finished with~ …을 끝내지 못했어
Are you finished with~? …을 끝냈어?

PATTERN 14 Are

PATTERN 21

I’m upset that[because]~

I’m glad~

I’m glad to+V …해서 기뻐
I’m glad to hear~ …하다니 기뻐
I’m glad to see~ …하니 기뻐
I’m glad that S+V …해서 기뻐
PATTERN 02

I’m upset with[at] sb[sth] (for~)

I’m happy~

I’m happy to+V …해서 기뻐, …해서 좋아
I’m happy with sb[sth] …에 만족해, 흡족해
I’m happy about sth[~ing]

…에(…때문에) 화가 나, …가 속상해

I’m embarrassed about[to+V]~
…에(…해서) 창피해

PATTERN 08

I’m sorry for+N[~ing] …해서 미안해
I’m sorry for N~ …한 …에 미안해
I’m sorry for what~ …에 미안해
I’m sorry S+V …해서 안됐어, 미안해

…에 만족해, …가 마음에 들어

I’m happy that S+V …해서 기분 좋아
PATTERN 03

I’m happy~

You’re not happy~

…에 기분이 좋지 않구나, …에 불만이구나

Are you happy with[to+V] ?
…해서 기뻐?, …가 맘에 들어?

Are you happy S+V~?
Aren’t you happy~? …해서 기쁘지 않아?
…해서 기쁘지?

PATTERN 04

I’m pleased~

I’m pleased to+V …하게 돼서 기뻐
I’m pleased to say~ …라고 말하게 돼서 기뻐
I'm excited about+N[~ing] …에 신나
I’m excited to+V …을 하게 돼서 신나
PATTERN 05

I’m mad~

PATTERN 06

I’m angry~

I’m angry at[about] sth …에 화가 나
I’m angry with[at] sb …에게 화가 나
I’m angry with[at] sb for ~ing …가 …해서 화가 나
I’m angry that S+V …에 화가 나
PATTERN 07

I’m upset~

I’m upset about sth …에 화가 나, …에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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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

I’m sorry about~

I’m sorry about+N[~ing] …에 미안해, …가 안됐어
I’m sorry about sth~ …한 거에 대해 미안해[안됐어]
I’m sorry about what[how]~ …에 미안해
I’m sorry about~ …에 미안해
PATTERN 10

I’m sorry to~

I’m sorry to say that S+V~ 미안한 말이지만 …해
I’m sorry to hear about[that]~ …가 안됐네
I’m sorry to trouble you, but ~
폐끼쳐 미안합니다만…

I’m sorry to interrupt, but~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
PATTERN 11

I’m sorry, but~

I’m sorry I can’t ~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I’m sorry, but I can’t ~ 미안하게 됐지만 …할 수가 없어
I’m sorry to say this, but~ 이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

PATTERN 12

I’m good at~

I’m good[great] at+N[~ing] 난 …을 잘해
I’m good at what~ 난 …을 아주 잘해
I’m not good at+N[~ing] …을 잘 못해, …에 서툴러
You’re good at+N[~ing] 넌 …을 잘해
PATTERN 13

I’m ready to[for]~

I’m ready for[to]~ …할 준비가 되었어
I’m not ready for[to]~ …할 준비가 안되었어
I’m (not) getting ready for[to]~
…할 준비가 (안)됐어

Are you ready to[for]~ ? …할 준비됐어?
(You) Ready to[for]~ ? …할 준비됐어?
We’re all set for[to]~ …할 준비가 다 됐어
I’m prepared for[to]~ …할 준비가 되어 있어
PATTERN 15

I’m sure~

I’m sure of[about]~ …가 확실해
I’m sure S+V …가 확실해
I’m not sure S+V …인 것 같진 않다, …일지 모르겠어
I’m not sure what~ …을 잘 모르겠어

I’m done with~ …을 마쳤어, 끝냈어
I’m not done with~ …을 끝내지 못했어
We’re not done with~ …을 끝내지 못했어
Are you done with~ ? …을 끝냈어?
PATTERN 22

I’m not sure~

I’m not sure if~ …일지 모르겠어
I was sure S+V …가 확실했어
Are you sure S+V? …가 확실해?
You sure~ ? …가 확실해?
PATTERN 17

be sure to~

Be sure to ~
Be sure and tell~ 반드시 …라고 말 전해줘
I’ll be sure to~ 내가 반드시 …할게
You’ll be sure to~ 넌 반드시 …해
반드시 …해

PATTERN 18

I’m aware of~

I’m interested~

I’m interested in+N[~ing] …에 관심있어
I’m not interested in+N[~ing] …에 관심없어
(Are) You interested in+N[~ing]? …에 관심있어?
PATTERN 23

PATTERN 16

I’m done with~

I have an interest in~

I have an interest in+N[~ing] …에 관심있어
I have no interest in+N[~ing] …에 관심없어
Do you have any interest in+N[~ing]
혹 …에 관심있어?

take an interest in~ …에 흥미를 갖다
PATTERN 24

I’m busy~

I’m busy with[~ing] …으로[…하느라] 바빠
I’m so busy S+V 너무 바빠서 …을 했어
~too busy to~ 너무 바빠서 …을 하지 못하다
I’m busy trying to+V~ …을 하려고 너무 바빠
PATTERN 25

I’m worried about~

I’m aware of~
I’m aware of the fact that S+V

I’m worried about+N[~ing] …가 걱정돼
I’m worried about sb[sth] ~ing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가 …하는게 걱정돼

I’m aware of what[how]~ …을 알고 있어
I’m not aware of~ …을 몰라, …을 알지 못해

I’m worried that~ …가 걱정돼, …할까봐 걱정돼
You don’t need to be worried about~

…을 알고 있어

INDEX

I’m mad at sb[sth] …에 화나
I’m mad at sb for[about]~ing …가 …해서 화가 나
I’m mad about sth …에 화가 나
I’m mad S+V …해서 화가 나

I’m sorry for~

you ready for[to] ~ ?

…을 걱정할 필요없어

PATTERN 19

Are you aware of~ ?

I’m aware that S+V~ …을 알고 있어
Are you aware of[that ]~ ? …을 알고 있어?
Are you aware of what~ ? …을 알고 있어?
You’re aware of~(?) 너 …을 알고 있어(?)
PATTERN 20

I’m finished~

PATTERN 26

I worry~

I worry about sth[sb] …가 걱정돼
I worry about sb ~ing …가 …하는 것이 걱정돼
I worry that S+V …가 걱정돼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I finished+N[~ing] …을 끝냈어
I’m finished with~ …을 끝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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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27

Are you worried about~?

Are you worried about[that~]? …가 걱정돼?
Aren’t you worried about[that~]?
…가 걱정되지 않아?

You’re worried about sth (~ing)? …가 걱정돼?
You’re (not) worried about~ 넌 …을 걱정하지(않아)
PATTERN 28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어, …해야 돼
I’m[We’re] not supposed to+V~
난(우리는) …하면 안돼

You’re supposed to+V ~ 넌 …하기로 되어 있어
You’re not supposed to+V~ 너는 …하면 안돼

I’m not comfortable with sb ~ing
…가 …하는게 마음이 불편해

I’d feel comfortable if ~ …한다면 기분이 편할텐데
~make me (feel) comfortable~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하다

PATTERN 34 I

I feel bad about+N[~ing] …에 마음이 속상해
I feel bad about what[how]~ …에 대해 속상해
I feel bad S+V …해서 기분이 안좋아
I feel terrible about+N[~ing]
…로 기분이 아주 안좋아

PATTERN 35
PATTERN 29

I’m expected to~

I’m expected to~ 난 …을 해야 돼, …하도록 되어 있어
You’re expected to+V~
넌 …하도록 예상돼, 넌 …을 해야 돼

She’s expected to+V~ 걔가 …하기로 되어 있어
He’s scheduled to+V 걔는 …할 예정이야

I’m ashamed~

I’m ashamed of+N[~ing] …가 부끄러워
I’m ashamed of how[where]~ …가 부끄러워
I’m ashamed to say that S+V
말하기 부끄럽지만 난 …했어

…때문에 …을 가엾게 여겨

I feel sympathy for sb …을 동정해, …가 안됐어

…가 짜증난다고 생각하다

PATTERN 37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at, about]~…에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to+V …해서 실망스러워
I’m disappointed that S+V …가 실망스러워
~will[would] be disappointed if S+V

I’m annoyed~

be annoyed about[with, at, by]…에 짜증나다
I’m annoyed that[if, because]~ …에 짜증나
I was annoyed when~ …할 때 난 정말 짜증났었어
find sb[sth] (to be) annoying

I’m ashamed (that) S+V …가 부끄러워
PATTERN 31 I’m

I feel awful~

I feel awful about~ …에 대해 끔찍해
I feel sorry for sb …을 딱하게 여겨, …가 안됐어
I feel sorry for sb because~

PATTERN 36
PATTERN 30

feel bad~

I’m so exhausted~

I’m too exhausted to+V~ 너무 지쳐서 …하지 못해
I’m tired of+N[~ing] 난 …하는데 지쳤어
I’m tired of sb ~ing …가 …하는 데에 피곤해, 지쳤어
I’m sick and tired of (sb) ~ing
(…가) …하는데 질렸어

PATTERN 38
PATTERN 32

I’m humiliated~

I’m so humiliated~ 난 정말 망신당했어
You feel humiliated~ 넌 창피하겠다
It’s so humiliating~ 그건 너무 창피했어
PATTERN 33

I’m comfortable~

I’m (not) comfortable with[~ing]
…에 맘이 (불)편해

I’m surprised~

I’m surprised to+V …에 놀랬어
I’m surprised that S+V …에 놀랬어
I’m amazed that ~ …에 무척 놀랐어
I’m shocked to[about, by]~ …에 충격받았어
PATTERN 39

I’m grateful~

I’m grateful for+N[what~] …에 정말 고마워
I’m grateful to sb for+N[~ing]
…가 …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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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우리가 …할거라 생각했었어

PATTERN 03
PATTERN 40 I

just wanted to thank you~

I’m thankful for~ …에 너무 고마워
I’m thankful to know that~ …을 알게 돼 다행이야
I want to thank you for~ …에 대해 감사해
I just wanted to thank you for~
그저 …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어

PATTERN 41

I’m afraid~

I’m afraid that S+V 안됐지만[미안하지만] …야
I’m afraid of+N[~ing] …을 두려워 해, …가 걱정돼
I’m afraid to +V …하는 것이 두려워
Are you afraid of~? …을 두려워 해?

You’re going to+V 넌 …하게 될거야
You’re not going to+V
넌 …하게 되지 않을거야, …하지마

You were going to+V
넌 …하려고 했었지, 넌 …할 생각이었지

Are you going to+V? …할거야?
PATTERN 04

I’m married~

I’m married to …와 결혼해, …와 결혼한 상태야
I’m getting married to sb …와 결혼을 해
We were married for~ 우리가 결혼한지 …되었어
I’m gonna marry sb 나 …와 결혼할거야

I’m committed~

I’m committed to+N[~ing]
난 …에 전념해, 몰두하고 있어

I commit to+N[~ing] …에 헌신[전념]하고 있어
I’m devoted to~ 난 …에 전념하고 있어
They’re dedicated to~ 걔네들은 …에 충실해

I will~

I will~ 난 …할거야, …할게
I will not[never]~ …하지 않을게
I won’t~ …하지 않을게, …하지 않을거야
Will I~ ? 내가 …할까?, 내가 …하게 될까?
PATTERN 06

PATTERN 43

He’s going to~

He’s going to+V 걘 …을 할거야
He’s not going to+V 걘 …하지 않을거야
Is he going to+V? 걔가 …할거야?
PATTERN 05

PATTERN 42

You’re going to~

We will~

We will~ 우리는 …할게, …하게 될거야
We will not[never]~ 우리는 …하지 않을거야
We won’t~ 우리는 …하지 않을거야
Will we~ ? 우리가 …할까?, 우리가 …하게 될까?
PATTERN 07 You

will~

You will~ 넌 …할거야, 넌 …하게 될거야
You will not[never]~
CHAPTER

02

주어+조동사~

PATTERN 01

I’m going to~

I’m going to+V …할거야
I’m not going to+V …하지 않을거야
I was going to+V …을 하려고 했었어
I wasn’t going to+V …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PATTERN 02

We’re going to~

We’re going to+V …하게 될거야, …할거야
We’re not going to+V …하지 않을거야
We were going to+V…할 생각이었어, …하려고 했었어
I thought we were going to+V

넌 …하지 않을거야, 넌 절대로 …하지 않을거야

You won’t~ 넌 …하지 않게 될거야
Will you~ ? …해줄래?
PATTERN 08

INDEX

…하면 실망할거야

I’m grateful not to+V …하지 않게 돼서 고마워
I’m so grateful that S+V~ …해줘서 너무 고마워

He will~

He will~ 걘 …할거야, …하게 될거야
He will not[never]~ 걘 (절대로) …하지 않을거야
He won’t~ 걘 …하지 않을거야
Will he~? 걔가 …할까?, 걔가 …하게 될까?
PATTERN 09

I would~

I would~ 난 …하겠어, …할텐데, 간혹 …했어
I’d rather+V (than~) 차라리 …할거야
725

I’d rather not~ 차라리 …하지 않을거야
Would I~ ? 내가 …할까?, 내가 …하게 될까?

Can you~ ? …을 해줄래?
Can’t you~ ? …을 해주지 않을래?

Should we~ ? …할까?
PATTERN 24

PATTERN 10

I wouldn’t~

I wouldn’t~ 난 …하지 않을거야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난 …하지 않을거야

We would~
We wouldn’t~ 우리는 …하지 않을거야, 하지 않게 될거야

PATTERN 17

He can~

He can~ 걘 …할 수 있어
He can’t~ 걘 …할 수 없어
Can he~ ? 걔가 …할 수 있을까?

You should~

You should~ 넌 …해야지
You should know that~ 넌 …을 알고 있어야 돼
You shouldn’t~ 넌 …해서는 안돼
You should not~ 넌 …하면 안돼

우리는 …을 할거야, …하게 될거야

PATTERN 11

You would~

You would~ 넌 …할거야, 너라면 …하게 될거야
You wouldn’t~ 넌 …하지 않을거야, 너라면 …하지 않을거야
Would you~ ? …할래?, …해라
Wouldn’t you~ ? …하지 않을래?
PATTERN 12

He would~

He would~ 걘 …할거야
He wouldn’t~ 걘 …하지 않을거야
They would~ 걔네들은 …할거야
They wouldn’t~ 걔네들은 …하지 않을거야
PATTERN 13

I can~

I can~ 내가 …할 수 있어
I can’t~ 난 …을 할 수가 없어
I can never~ 난 절대 …을 할 수가 없어
Can I~ ? …해줄까?
PATTERN 14

I can’t~

I could~ …할 수 있(었)어, …을 할 수 있을텐데
I could use~ …이 필요해, …가 있으면 좋겠어
I couldn’t~ 난 …할 수 없었어, …을 할 수 없을텐데
I couldn’t care less~ …을 알게 뭐람
PATTERN 19

We can~

We can~ 우리는 …을 할 수 있어
We can’t~ 우리는 …을 할 수 없어
We can(’t) afford to~ …할 여력이 (안)돼
Can we~ ? 우리 …할까?

We could~우린 …을 할 수 있(었)어, 우린 …할 수도 있는데
We couldn’t~ 우린 …을 할 수 없었어, 우린 …할 수가 없는
데

Could we~ ?
PATTERN 20

You could~ 넌 …할 수 있(었)어, 넌 …해라
You couldn’t~ 넌 …할 수 없(었)어, 넌 …하지 마라
You couldn’t~+비교급 가장 …하다, …을 할 수가 없어
Could you~ ? …해줄래?

You can~

You can~ 넌 …할 수 있어, …해라
You can’t~ 넌 …할 수 없어, …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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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ust~ 난 …해야 돼
I must say~ …라고 말해야겠지
I must not~ 난 …해서는 안돼
We must~ 우리는 …해야 돼

He could~

He could~ 걘 …할 수 있(었)어, 걘 …할 수도 있는데
He couldn’t~ 걘 …할 수 없(었)어, 걘 …할 수도 없는데
They could~

You must~

You must~ 넌 꼭 …을 해야 해, …임에 틀림없네
You must not~ 넌 …해서는 안돼
He must~ 걘 꼭 …해야 돼, 걘 …임에 틀림없어
He must not~ 걘 …해서는 안돼

I should~

I should~ 난 …해야겠어
I shouldn’t~ 난 …하면 안돼
Should I~ ? 내가 …해야 돼?
Shouldn’t I~ ? 내가 …해야 되지 않아?

We should~

We should~ 우린 …해야 돼, 우린 …할거야
We shouldn’t~ 우린 …하면 안돼
We should not~ 우린 …하면 안돼

I’ve got to~

I’ve got to~ 난 …해야 해
We’ve got to~ 우리는 …해야 해
You’ve got to~ 넌 …해야 해, 넌 …임에 틀림없어
He’s got to~ 걘 …을 해야 해, …임에 틀림없어

I may~

I may~ 난 …할지도 몰라
I may not~ 난 …가 아닐 수도 있어
May I~ ? …할까요?
PATTERN 34

We may~

We may~
You may~ 넌 …일지도 몰라, …해도 돼
You may[might] want to~ …하는게 좋아, …을 해봐
You may not~ 넌 …아닐지도 몰라, …하면 안돼
PATTERN 35

He may~

He may~
He may be~ 걘 …일지도 몰라
He may not~ 걘 …가 아닐지도 몰라
He may not be~ 걘 …가 아닐지도 몰라
걘 …일지도 몰라

I have to~

I have to~ 난 …을 해야 해
I don’t have to~ 난 …하지 않아도 돼
Do I have to~ ? 내가 꼭 …을 해야 돼?
I had to~ 난 …해야 했어

걔네들은 …할 수 있(었)어, 걔네들은 …할 수도 있는데

Could he~ ? 걔가 …할까?

PATTERN 32

우리가 …일 수도 있어

PATTERN 28
PATTERN 21

I must~

우리가 …할 수 있을까?

You could~

She has to~ 걘 …해야 해
She doesn’t have to~ 걘 …할 필요가 없어
Does he have to~ ? 걔는 …을 해야 돼?
He had to~ 걘 …을 해야 했어

PATTERN 33

PATTERN 27

PATTERN 23
PATTERN 16

We could~

He should~

He should~ 걘 …을 해야 돼, 걘 …일거야
He shouldn’t~ …해서는 안돼
Should he~ ? 걔가 …해야 될까?
PATTERN 26

PATTERN 22
PATTERN 15

I could~

PATTERN 25

She has to~

PATTERN 29

We have to~

We have to~ 우리는 …해야 해
We don’t have to~ 우리는 …을 할 필요가 없어
Do we have to~ ? 우리가 …을 해야 돼?
We had to~ 우리는 …해야 했어
PATTERN 30

You have to~

You have to~ 넌 …해야 돼
You don’t have to~ 넌 …할 필요없어
Do you have to~ ? 넌 …해야 돼?
You had to~ 넌 …해야 했어

PATTERN 36

I might~

I might~ 난 …일지도 몰라
You might~ 넌 …일지도 몰라, 너 …을 해볼래
He might~ 걘 …일지도 몰라
We might as well~ …하는 편이 낫다
PATTERN 37

INDEX

I can’t see~ …을 모르겠어
I can’t wait for+N[to+V] 몹시 …하고 싶어
I can’t wait for sb to+V …가 …하기를 몹시 바래
I can’t figure out~ …인지 모르겠어

PATTERN 18

PATTERN 31

I’d better~

I’d better~ 난 …하는게 나을거야, 난 …해야겠어
I’d better not~ 난 …하지 않는게 나을거야
We’d better~ …하는게 좋을 걸
We’d better not~ …하지 않는게 좋을 걸
PATTERN 38

You’d better~

You’d better~ 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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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d better not~ 넌 …하지 마라
He’d better~ 걘 …하는게 나아, …해야 돼
They had better~ 걔네들은 …하는게 나아
PATTERN 39

I used to~

I used to~ …하곤 했었어
I used to think~ …라 생각하곤 했었어
You used to~ 넌 …하곤 했었어
He(They) used to~ 걘 …하곤 했었어

PATTERN 45

I may have+pp~ …였을지도 몰라, …였을 수도 있어
I might have+pp~ …하였을지도 몰라
I must have+pp~ …했었음에 틀림없어
You must have+pp~ 네가 …했었음에 틀림없어

CHAPTER

03

주어+have+pp

PATTERN 01
PATTERN 40

It used to~

It used to~ 그건 …하곤 했었어
There used to~ …있었어, 이었어
PATTERN 41

I should have+pp~

I may have+pp~

I have+pp~

I have+pp~ 난 …했어, …해봤어, …해
I have seen~ …을 봤어
I have heard~ …라고 들었어
I have tried to[~ing]~ …하려고 했어, …을 해봤어

I have been~

I should have+pp~

내가 …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I have been~
I have been+~ing …을 하고 있었어
I have been+pp~ 난 …해왔어, 난 …됐어
Have I+pp~ ? 내가 …했어?

…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어)

We should have+pp~ 우리가 …을 했어야 했는데
We shouldn’t have+pp~
우리가 …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PATTERN 42

You should have+pp~

You should have+pp~
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You shouldn’t have+pp~
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어)

He should have+pp~ 걘 …을 했어야 했는데
He shouldn’t have+pp~ 걘 …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PATTERN 43

I can have+pp~

PATTERN 44

You can have+pp~

You can’t have+pp~ 네가 …을 했을 리가 없어
You could have+pp~ 네가 …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I wish you could have+pp
네가 …할 수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You couldn’t have+pp~
네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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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해, …에 갔다왔어

Have you been~? …했어?
Have you been+~ing? 계속 …하고 있어?
Have you (ever) been to+ ~? …에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V? …한 적이 있어?
PATTERN 08

I haven’t+pp~

I haven’t+pp~ 난 …하지 않았어
I have never+pp~ 난 절대로 …하지 않았어
I haven’t been~ 난 …하지 않았어
I have never been to~ 한번도 …에 가본 적이 없어

Have you ever+pp ~ ? …해봤어?
Have you (ever) known~ ? …을 알고 있어?
Have you (ever) seen~?…을 봤어? …을 알고 있어?
Have you (ever) heard~ ? …을 들어본 적 있어?

We have+pp~

We have+pp~ 우린 …했어, 우린 …해
We have been~ 우린 …해
We have been+ ~ing 우린 …을 하고 있어
Have we+pp~ ? 우리가 …했어?

We haven’t+pp~

We haven’t+pp~ 우리는 …하지 않았어
We’ve never+pp~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
We haven’t been~ 우리는 …하지 않았어
PATTERN 06

You have+pp~

You have+pp~ 넌 …했어
You have been~ 넌 …였[했]어, 넌 …을 해본 적 있어
You have been+ ~ing 넌 …하고 있었어

You haven’t+pp~

You haven’t+pp~ 넌 …하지 않았어
You haven’t been~ 넌 …하지 않았어
You haven’t been+ ~ing 넌 …하고 있지 않았어
Haven’t you+pp~ ? 너 …하지 않았어?

This doesn’t~ …은 아냐

He has+pp~

He has+pp~ 걘 …해, 걘 …했어
He has been~ 걘 …하고 있어
He has been+ ~ing 걘 (계속) …하고 있(었)어
Has he+pp~ ? 걔가 …했어?

He hasn’t+pp~
He hasn’t been~ 걘 …하지 않았어
He hasn’t been+ ~ing 걘 …하고 있지 않았어
걘 …하지 않았어

This[That, It]~

PATTERN 01

This is~

This is+adj[~ing] …해
This is+N …해
This is+최상급 표현(the+-est)+ever
이렇게 …한 건 처음이야

This is+최상급+I’ve ever+pp
지금껏 했던 것 중 가장 …한 거야

This is going to~

This is going to+V …할거야
This is going to be~ …하게 될거야
This isn’t going to~ …하지 않을거야
Is this going to~ ? …할까?, …하게 될까?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not~ …하지 않을거야
This won’t~ …하지 않을거야
This would~ …일거야
…할거야

PATTERN 07

04

This was~

This was~ 이거 …였어
This was not~ 이거 …아녔어
This was never~ 이건 절대로 …아녔어
This didn’t~ 이건 …안했어

PATTERN 06

He hasn’t+pp~

Is this~ ?

Is this+adj~ ? 이거 …해?
Is this+N~ ? 이거 …야?
Isn’t this~ ? 이거 …하지 않아?
Does this~ ? 이게 …해?

PATTERN 05

CHAPTER

PATTERN 05

이건 …하는 방법이 아냐, …할 방법이 없어

PATTERN 04

PATTERN 11
PATTERN 04

Have you ever~ ?

This is not~

This is not~ …가 아냐
This is no~ …가 아냐
This is no way to~

PATTERN 03

PATTERN 10
PATTERN 03

Have you been~ ?

PATTERN 02

This can~

This can~ …할 수도 있어
This can’t~ …할 수가 없어, …일 리가 없어
This could~ …할 수도 있어
Can this~ ? 이게 …해도 돼?, 이게 …할까?
PATTERN 08

INDEX

He can’t have+pp~ 걔가 …했을 리가 없어
He could have+pp~ 걘 …할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pp~ 내가 …할 수도 있었을텐데
I couldn’t have+pp~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PATTERN 07

PATTERN 09
PATTERN 02

I shouldn’t have+pp~

Have you+pp~ ? …했어, …한 적 있어?

This should~

This should~ 이게 …할거야
This should be~ …임에 틀림없어, …할거야
This shouldn’t~ …하지 않을거야
This shouldn’t have+pp~
이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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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

This must[may]~

This must~ …할거야, …임에 틀림없어
This must be~ …일거야, …하겠구나
This may~ …일거야
This might~ …일거야
PATTERN 10

This is what~

This is what~
This is not what~ 이건 …하는게 아냐
Is this what~ ? 이게 바로 …하는거야?
Isn’t this what~ ? 이게 바로 …하는게 아냐?
이게 바로 …하는거야

PATTERN 11

This is when[where]~

This is when~ 이제 …할 때야
This is where~ 여기가 …하는 곳이야
Is this when~ ? 지금이 …할 때야?
Is this where~ ? 여기가 …하는 곳이야?
PATTERN 12

This is why[because]~

This is why~ 바로 그래서 …해
Is this why~ ? 바로 이래서 …하는거야?
This is because~ 이건 …하기 때문이야
Is this because~ ? 이건 …하기 때문이야?

PATTERN 16

Is that~ ?

Is that~ ? …해, …야?
Isn’t that~ ? …아냐?, …하지 않아?
That was~ …였어
That was not[no]~ …가 아니었어
PATTERN 17

That is going to~

That’s going to~
That’s going to be~ …일거야, …될거야
That’s not going to~ …하지 않을거야
Is that going to~ ? …할거야?, …하게 될거야?
…일거야

PATTERN 18

That will~

That will~ …일거야
That will make~ 그 때문에 …가 …하게 될거야
That will not~ …이지 않을거야
That would~ …할거야
PATTERN 19

That can~

That can~ 그건 …할[될] 수 있어
That can’t~ …할 수가 없어
That can’t be~ …일 리가 없어
That could~ …일 수가 있어

PATTERN 23

That is why~ 그래서 …하는거야
Is that why~ ? 그게 바로 …한 이유야?
That’s because~ 그건 …때문이야
Is that because~ ? 그게 바로 …때문이야?
PATTERN 24

This is how~

This is how~ 이런 식으로[이렇게 해서] …해
This is not how~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

Is this how~ ? 이런 식으로[이렇게] …하는거야?
PATTERN 14

Is this your first~ ?

PATTERN 25

PATTERN 15

That is~

That’s+adj~ …해
That’s+N …해
That’s not~ …하지 않아
That’s no~ …하지 않아

should[must, may]~

That should~ …일거야
That must~ 틀림없이 …일거야
That may~ …일지도 몰라
That might~ …일지도 몰라
PATTERN 21

That is what~

That’s what~ 바로 그게 …하는거야
That’s not what~ 그건 …하는게 아냐
Is that what~ ? 그게 바로 …하는거야?
Isn’t that what~ ? 그게 바로 …하는게 아냐?
PATTERN 22

That’s when[where]~

That’s when~ 바로 그때 …했어
That’s where~ 바로 거기가 …하는거야
Is that when~ ? 바로 그때 …하는거야?
Is that where~ ? 바로 거기서 …하는거야?

That+V

That+V 그게 …해
That doesn’t~ 그게 …하지 않아
Does that~ ? 그게 …하지?
Doesn’t that~ ? 그게 …하지 않아?
PATTERN 26

That sounds~

That sounds+adj~ …같은데
That sounds like~ …같은데
That doesn’t sound~ …같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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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31

It is+adj~
It’s+N~ …해
It’s~ …해

It is~

…해

PATTERN 28

PATTERN 32 It

PATTERN 29

PATTERN 33 It

PATTERN 30

should~

It should~ …하게 될거야
It shouldn’t~ …여서는 안돼
It must~ 틀림없이 …일거야
It may~ …일지도 몰라

It is ~ to~

It’s ~ to+V
It’s+adj[N] that~ …는 …해
It’s too~ to~ 너무 …해서 …하지 못해
It’s~ that(관계대명사)~ …한 …야
…하는 것은 …해

PATTERN 35

Is It~ ?

PATTERN 36

It is going to~

PATTERN 37

Is it~ ? …야?, …해?
Isn’t It~ ? …하지 않아?
It was~ …였어
It was no[never]~ …가 아니었어

can~

It can~ …일 수 있어
It can’t~ …일 리가 없어
It could~ …일 수도 있어
Can it~ ? 그게 …할 수 있을까?

It’s not~

It’s not~ …가 아냐
It’s no~ …가 아냐
It’s no wonder~ …하는게 당연하지
It’s never~ 절대로 …아니야

It will~

It will~ …하게 될거야
It will not~ …하지 않을거야
It won’t~ …하지 않을거야
It would~ …할거야

PATTERN 34

It’s going to~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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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going to be~ …일거야
It’s not going to~ …하지 않을거야, …가 아닐거야
Is it going to~ ? …할거야?, …일거야?

It’s so~ that~

It’s so~ that~ 너무 …해서 …해
It is[was] ~ that~ …하는 것은 …다
It’s just that S+V …라고 해서 그래, …할 뿐이야
It’s not that S+V …한게 아냐, …라고 말하는게 아냐

INDEX

This is my first~ 이게 나의 처음 …야
Is this your first~ ? 이번이 …처음이야?
This is my first time~ 이번이 나의 처음 …야
Is this your first time to~ ? …하는게 처음이야?

PATTERN 20 That

That’s how~

That’s how~ …하는 방법(이유)야, 그래서 …을 했어
That’s not how~ 그렇게 …하지 않은거야
Is that how~ ? 그렇게 …하는거야?
Isn’t that how~ ? 그렇게 해서 …한게 아냐?

PATTERN 27
PATTERN 13

That’s why[because]~

It is okay to~

It’s okay to~ …해도 괜찮아
It’s okay with sb …에게 괜찮아
It’s okay for sb to~ …가 …해도 괜찮아
It’s okay to say that S+V …라고 말해도 괜찮아

It’s okay if~

It’s okay that S+V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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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kay if S+V …한다면 괜찮아, …해도 괜찮아
Is it okay that S+V~ ? …해도 괜찮아?
Is it okay if S+V~ …해도 괜찮아?
PATTERN 38

It’s not okay~

PATTERN 44

It’s easy~

PATTERN 51

It’s easy to[~ing] …하는 것은 쉬워
It’s easy for sb to[~ing] …가 …하는 것은 쉬워
It’s not easy to[~ing] …하는 것은 쉽지 않아
It’s difficult to+ V …하는 것은 힘들어

It’s better to~

I think it’s better to~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I think it’s better that S+V…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It’s better than ~ing …하는 것보다 나아
Wouldn’t it be better to[if]~ ?

(…가) …하는 것은 불가능해

It’s impossible not to~
…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해, …할 수밖에 없어

It’s not impossible that~
…은 불가능하지 않아, …할 수도 있어

It’s not okay to+V~ …하는 것은 안돼
PATTERN 45 It’s very nice of
It’s okay not to~ …하지 않아도 괜찮아
~
Is it okay (for sb) to+V~? (…가) …해도 괜찮아?
It’s very nice of you to+V …해줘서 고마워
Are you sure it’s okay if~ ? …해도 괜찮은 게 확실해? It’s very nice of you to+V, but~ …해줘서 고맙지만,
It’s nice to see sb ~ing …가 …하는 것을 보니 좋아
PATTERN 39 It is all right to
It’s nice if[that]~ …한다면 좋지, 다행이야
~
It’s all right to~ …해도 괜찮아
PATTERN 46 It’s worth
It’s all right with sb[sth] …에게 괜찮아
~
If it’s all right with you, I’d like to~
It’s worth+N[~ing] …할 가치가 있어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괜찮다면, …하고 싶어

It’s great to+V~ …하는게 아주 좋아, …하는게 잘된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야
It’s great that~ …하는게 아주 잘된 일이야
It’s crucial[critical] that S+V ~…하는 것이 중요해
Isn’t it great to+V~ ?
It’s significant S+V …하는 것이 중요해
…하니 너무 좋지 않아?, …가 대단하지 않아?

It’s all right for sb to~ …가 …해도 괜찮아
PATTERN 40

Is it all right~ ?

It is all right that~ …해도 괜찮아
It’s all right if~ …해도 괜찮아
Is it all right that~? …해도 괜찮아?
Is it all right if~? …해도 괜찮아?
PATTERN 41

It isn’t all right~

It’s not worth+N[~ing] …할 가치가 없어
S be worthy of~ …는 …을 받을 가치가 있어
S be unworthy of~ …는 …을 받을 가치가 없어
PATTERN 47

It’s all right not to~ …하지 않아도 괜찮아
Would it be all right if~? …해도 괜찮겠어?
PATTERN 42

It’s hard to~

…

…의 방법을 설명하기란 아주 곤란해

PATTERN 43

It’s not hard~

It’s not hard to+V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It’s hard not to+V …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
Is it hard to~? …하는게 어려워?
I find it hard to believe~ …가 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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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good to~

It’s good to+V~ …하니 좋아
It’s good for sb to~ …가 …을 하니 좋아
It’s good that~ …하는게 좋아, …한건 잘한 일이야
It’s good to know that[what~] …을 알게 되어 좋아
PATTERN 49

It’s not good to~

I think it’s good that~ …하는게 좋은 것 같아
It’s not good to+V~ …하는 것은 좋지 않아
It’s not good for sb to+V~ …가 …하는 것은 좋지 않아
PATTERN 50

It’s better to~

It’s better to+V~ …하는 것이 더 나아
It’s better to~ than+V…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나아
It’s better that~ …가 더 나아
It’s better if~ …하는게 더 나아

It’s important (for sb) to+V …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S+V …것이 중요해
I think it’s important to[S+V]~ …가 중요한 것 같아
It’s not important~ …은 중요하지 않아
PATTERN 59

PATTERN 53

It’s great~

It’s too bad~

It’s too bad about sb (~ing) …가 참 안됐어
It’s too bad that ~ …가 참 안됐구나
It’s too bad what~ …가 참 안됐어, …가 아쉬워
It’s too bad because~ …라니 참 안됐네
PATTERN 55

It’s true that~

It’s true that[what]~ …은 사실이야, 사실은 …야
It’s not true that~ …은 사실이 아냐
Is it true that S+V? …라는 게 사실이야?
If it’s true,~ 만약 그렇다면, …
PATTERN 56

It’s possible~

It’s important~

It’s the most important~

A be the most important+N …가 가장 중요한 …야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ATTERN 60 It

has been+시간+since~

It’s been ~years since~ …한 지 …가 지났어
It has been ~months since ~…한 지 …나 됐어
It has been ~weeks since ~…한 지 …나 됐어
It has been ~days since ~…한 지 …나 됐어
PATTERN 61

It’s time to~

It’s time to~ …할 때가 되었어
It’s time for sb to~ …가 …할 시간이 되었어
I think it’s time to+V~ …할 때가 된 것 같아
It’s time that S+V 이제 …해야 될 때야
PATTERN 62

It’s high time~

It’s high time to+V …할 때가 되었어
It’s high time that~ …할 때가 되었다
Don’t you think it’s time to[that]~?

It’s possible (for sb) to+V~ (…가) …하는 것은 가능해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지 않아?
It’s possible S+V …일 수가 있어
It’s about time S+V …을 할 때가 되었어
Is it possible to+V[that~] ?…하는 것이 가능해?
Do you think it’s possible~ ?
정말 …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PATTERN 57

It’s impossible~

It’s not possible to+V~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It’s impossible (for sb) to+V~

PATTERN 63

…

It’s a shame~

It’s a shame to+V …하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It’s a shame that~ …은 안됐어
It’s such a shame that~ …은 정말 유감이야
It’s a pity that S+V …가 안타까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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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ard to+V …하는게 힘들어
It’s hard for sb to+V …가 …하는게 힘들어
It’s hard to believe~ …가 믿어지지 않아
It's really hard to say how S+V

It’s best to+V~ …하는 것이 최선이야
It’s best not to[to not]+V~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야
It’s best that[if]~ …가 최선이야
I think it’s best that[if]~ …하는게 최선인 것 같아

PATTERN 54

때까지는 다 괜찮았어

PATTERN 48

It’s best~

…가 너무 좋지 않아?, …가 대단하지 않아?

It isn’t all right that ~

…하면 안돼, …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

PATTERN 52

Isn’t it great that S+V?

It’s fine~

It’s fine for sb to~ …가 …해도 괜찮아
It’s fine with sb if~ …해도 …는 괜찮아
It’s fine because S+V …때문에 괜찮아
Everything was fine until[when]~

PATTERN 58

PATTERN 64

It looks like~

Looks like+N …같아, …처럼 생겼어
(It) Looks like S+V …처럼 보여
(It) Sounds like+N …인 것 같아
(It) Sounds like S+V~ …인 것 같아

I have a lot of fun with sb …와 무척 즐거워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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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Here]~

PATTERN 01
PATTERN 65

It seems~

It seems+adj[to+V] …처럼 보여, …하는 것 같아
It seems (to me) that~ …처럼 들리다
(It) Seems like+N~ …처럼 보여
(It) Seems like that S+V~ …처럼 보여

There is~ …가 있어
There are~ …가 있어
Is there~ ? …가 있어?
Are there~ ? …가 있어?
PATTERN 02

PATTERN 66

It’s like~

It’s like+N …와 같은거네
It’s like+ ~ing …와 같은거네
It’s like S+V …하는 것과 같은 셈이야
Is it like~ ? …하는 것 같지?

It’s not like~

It’s not like+N[~ing] …와 같지 않아, …는 아냐
It’s not like S+V …와 같지 않아, …는 아냐
It was like+N[~ing] …와 같았어
I know what it’s like to~…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
PATTERN 68

It’s gonna be like~

It’s gonna be like +N[~ing] …하는 셈일거야
It’s gonna be like S+V …와 같은 것일거야
It would be like ~ing …하는 것과 같은 걸거야
It would be like S+V …와 다를 바 없을거야
PATTERN 69

It hit me that~

It never crossed my mind that~

There’s gonna~

There’s going to be~ …가 있을거야
There’s not going to be~ …는 없을거야
Is there gonna be~ ? …가 있을까?
PATTERN 04

There is[are] ~ing

There’s+N~ing …하는 …가 있어, …가 …하고 있어
There are+N ~ing …하는 …가 있어, …가 …하고 있어
There’s A that~ …하는 …가 있어
There are A that~ …하는 …가 있어
PATTERN 05

There is some~

There’s some~ …가 좀 있어, 어떤 …가 있어
There are some~ …가 좀 있어, 어떤 …가 있어
There’s someone~ …하는 사람이 있어
There’s something~ …한게 있어

It has just occurred to me that~

Is there some~ ?

PATTERN 06

It never occurred to me that~

Is there some~ ? (…할) 뭐가 좀 있을까?
Are there some~ ? (…할) 뭐가 좀 있을까?
Is there someone~ ? …할 사람이 있어?
Is there something that~ ? …할 게 있어?

It hit me that~ …라는 생각이 들었어
PATTERN 70

It’s fun~

It’s fun ~ing[to] …하는게 재미있어, 즐거워
It was fun ~ing[to] …하는게 즐거웠어
It’s fun until~ …할 때까지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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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게 뭐 있어?

PATTERN 14

PATTERN 08

There’s no~

There’s no~ …가 없어
There’s no way~ …할 방법이 없어, …는 불가능해
There’s no doubt~…는 의심할 바가 없어, …은 당연해
There’s no need~ …할 필요가 없어
PATTERN 09

There’s no other~

There’s no other~ 다른 …가 없어
There’s no other way to~ …할 다른 방법이 없어
There’s no one~ (…할) 아무도 없어
There are no~ …가 없어
PATTERN 10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to+V …할 아무 것도 없어
There’s nothing wrong with~
…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There’s nothing S can do~

PATTERN 07

Is there any~ ?

Is there any way~ ? …할 방법이 없을까?

There’s a possibility~

There is a possibility S+V…
할 가능성이 있어, …할 수도 있어

There isn’t a possibility~ …할 가능성이 없어
Is there a possibility~ ? …할 가능성이 있어?
PATTERN 15

There are times when~

There are times when S+V …할 때가 있어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ccasions~
…한 수많은 경우가 있어

There comes a time when~ …할 때가 와[올거야]
There comes a moment when~
…할 때가 와[올거야]

PATTERN 16

Here is~

Here is sth 자 여기 …있어
Here’s wh~ 이게 바로 …야
Here is+N+that~ …한 …가 있어
Here are~ 자 여기 …있어

…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There’s nothing I like more than~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건 없어

CHAPTER

06
PATTERN 11

There’s nothing like~

There’s nothing like ~

…만큼 좋은 건 없어, …만한게 없어

There’s nothing like A to+V…만큼 …한게 없어
PATTERN 12

There are a lot of~ 많은 …가 있어
There may be a lot of people who~
There are many~ 많은 …가 있어
There’re people who never really
thought~ …을 전혀 생각못한 사람들야
PATTERN 13

Basic Words One

PATTERN 01

I have~

I have~ …가 있어, …을 갖고 있어
I have~ …가 있어, …을 갖고 있어
I have some~ 좀 …가 있어
I have A (that)~ …할 …가 있어

There are a lot of~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

Chances are that ~ …할 가능성이 있어
Is there any chance that~ ?…할 가능성이 있어?

There’s a good chance~

There’s a chance~ …할 가능성이 있어
There’s a good chance that ~
…일지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

PATTERN 02

I ha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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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각도 못했어

There isn’t~

There’s not~ …가 없어
There’s not+N+that[who]~ …할 …가 없어
There aren’t~ …가 없어
There aren’t+N that[who]~ …할 …가 없어
PATTERN 03

PATTERN 67

There is[are]~

Is there anyone~ ? …한 사람이 있어?
Is there anything that~? …할 것이 있어?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I have no~ …가 없어
I have no problem ~ing …하는데 문제가 없어
I don’t have~ …가 없어
I don’t have time to~ …할 시간이 없어
PATTERN 03

I don’t have any~

I don’t have any~ 아무 …도 없어
I don’t have anything to+V…할게 아무 것도 없어
I have nothing to~ …할게 아무 것도 없어
Do I have~ ? 내게 …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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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4

We have~

PATTERN 11

I’m having~

PATTERN 12

We have~ 우리는 …가 있어
We don’t have~ …가 없어
Do we have~ ? …가 있어?
We[I] had~ …가 있었어
PATTERN 05

I’m having~
We’re having~ 우린 …하고 있어
You’re having~ 넌 …하고 있어
Are you having~ ? 너 …하고 있어?, 너 …할거야?
…하고 있어

He has~

He has~ 걘 …가 있어
He doesn’t have~ 걘 …가 없어
Does he have~ ? 걔에게 …가 있어?
He had~ 걘 …가 있었어

You have~

You have~ 너 …가 있어, 너 …가 …해
You don’t have~ 네게 …가 없어
You have no~ 넌 …가 없어
You have no right~ 넌 …할 권리가 없어

Do you have~ ?

Do you have~ ? 너 …있어?
Do you have some~ ? 너 …가 좀 있어?
Do you have any~ ? …가 좀 있어?
Don’t you have~ ? …한 거 없어?

Did you have~ ?

PATTERN 10

I have sb V

have sb+V …을 하도록 시키다, …에게 …을 시키다
have sb ~ing …을 하도록 시키다
have sth+pp 누군가에 의해 …가 …했어
have+N+back …을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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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I got+N
I got+N …했어, …할게
I got+장소명사 …에 갔어, …에 도착했어
I got your~ 네 …을 받았어
…가 있어, …했어

get you sth 네게 …을 갖다주다
get me sth …을 내게 갖다 주다
He got me~ 걔가 내게 …줬어
You get her~ 걔에게 …갖다 줘, …을 사줘

I like~

I like~
I like to[~ing]~ …하는 걸 좋아해
I don’t like+N~ …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to[~ing]~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을 좋아해

PATTERN 20

get to~

get to+V …하게 되다
I got to thinking~ …을 생각하게 되었어
get sb to+V …가 …하게 만들다
get used to~ …에 적응하다

I’m getting~

I’m getting~ 나 …해져
I’m getting+비교급 점점 …해져
You’re getting~ 넌 …해(져)
You’re getting+비교급 넌 점점 …해져

PATTERN 26

I want you to~

I want you to+V~ 네가 …하도록 해
I want you to know~ …을 알아줘
I don’t want you to+V 네가 …하는 걸 원치 않아
I don’t want her to+V~ 걔가 …하는 걸 원치 않아

I’d like~

PATTERN 28

I’d like+N …주세요
I’d like to~ …하고 싶어
I’d love to~ …하고 싶어
I’d like to, but~ 그러고는 싶지만…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V …하고 싶지 않아
I didn’t want to+V …하고 싶지 않았어
You don’t want to~ …하지 않는게 낫겠어
You may not want to~ …하지 않는게 좋겠어

PATTERN 27

You like~ ? 넌 …을 좋아해?
You don’t like~ 넌 …을 좋아하지 않아
Do you like~? …을 좋아해?
Don’t you like~ ? …을 좋아하지 않아?
PATTERN 21

PATTERN 25

You like~

I wanted to~

I wanted to+V …하고 싶었어
I just wanted to+V~ 단지 …하고 싶었어
I wanted you to+V 네가 …하기를 바랬어
I wanted you to think~ 네가 …라고 생각하기를 바랬어

I (just) wanted to say~

I just wanted to say~ 단지 …라고 말하고 싶었어
I just wanted to tell you~
단지 네게 …라고 말하고 싶었어

I (just) wanted you to know~
…을 알아주기를 바랬어

I got+adj

I got+adj …해져
I got+pp …했어
get sb[sth]+adj …을 …하게 해
get sth+pp …하게 했어

PATTERN 17

get sb sth

PATTERN 22

I’d like you to~

I’d like you to+V~ 네가 …하기를 바래
I’d like you to meet~ …소개시켜줄게
We’d like you to~ 네가 …해줘
PATTERN 23

Would you like~ ?

Would you like+N? …할래요?
Would you like to+V? …할래?
Would you like me to~? 내가 …할까?
Would you like sth pp~? …을 …하게 해줄까요?
PATTERN 24

I want~

I want+N~ …을 원해
I want sb[sth]+형[부] …을 …하게 해줘
I want sb[sth]+pp …을 …하게 해줘
I want to+V …하고 싶어, …할래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을 단지 알려주려고 그랬어

PATTERN 29

Do you want~ ?

Do you want+N? …을 줄까?
Do you want to+V? …할래?
Do you want me to+V? (내가) …해줄까?, 할까?
Do you want us to+V? 우리가 …할까?
PATTERN 30

You want me to~

You want me to+V~? 나보고 …하라고?
Don’t you want to+V? …하지 않을테야?
Don’t you want to know~ ?…을 알고 싶지 않아?
Did you want to+V~ ? …하기를 바랬어?, …하려고 했어?
PATTERN 31

All I want~

All I want is (for~) to+V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는거야
All I want to do is+V 내가 하고 싶은 건 …뿐이야
All I want to know is~ 내가 알고 싶은 건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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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have~ ?
Did you have any~? 혹 …가 있었어?
Did he have~? 걔에게 …가 있었어?

…가 있었어?, …했어?

He’s got~

He’s got~ 걘 …가 있어
He hasn’t got~ 걘 …가 없어
They’ve got~ 걘 …가 있어
They haven’t got~ 걘 …가 없어

PATTERN 16
PATTERN 09

PATTERN 19

You’ve got~
You haven’t got~ 넌 …가 없어
Have you got~ ? 너 …가 있어?

PATTERN 15
PATTERN 08

You’ve got~
넌 …가 있어

PATTERN 14
PATTERN 07

PATTERN 18

I’ve got~ …가 있어
I haven’t got~ …가 없어
We’ve got~ 우린 …가 있어
We haven’t got~ 우린 …가 없어

PATTERN 13
PATTERN 06

I’ve got~

All I wanted was to+V 내가 원했던 것은 …하는 거였어
PATTERN 32

I know~

I know (about)~
I know S+V …을 알고 있어
I know what to+V 난 …할 것을 알고 있어
I know what S+V 난 …을 알고 있어
…을 알고 있어

I didn’t know who~ 누가 …했는지 몰랐어
PATTERN 39

Do you know~ ?

Do you know+N~ ? …을 알아?
Do you know about ~? …에 대해 알아?
Do you know any~ ? 혹 …을 좀 알아?
Do you know anything about~?
…에 대해 뭐 아는 거라도 있어?

PATTERN 33

I know when[where]~

I know when S+V 난 언제 …인지 알고 있어
I know where S+V 난 어디서 …인지 알고 있어
I know why S+V 난 왜 …하는지 알아
I think I know why~ 왜 …인지 알 것 같아
PATTERN 34

I know how~

I know how to+V 난 …하는 법을 알아
I know how S+V 난 …하는 지를 알고 있어
I know how much S+V 얼마나 …한지 알고 있어
I know how hard S+V 얼마나 …한지 알고 있어
PATTERN 35

I don’t know~

I don’t know+N …을 몰라
I don’t know about~ …에 대해서 몰라
I don’t know any~ …의 아무 것도 몰라, 전혀 몰라
I don’t know S+V…을 모르겠어, …가 아닐지도 몰라
PATTERN 36

I don’t know what~

PATTERN 40

Do you know wh~ ?

Do you know S+V? …을 알아?
Do you know what S+V? …을 알아?
Do you know when~ ? 언제 …하는지 알아?
Do you know where~ ? 어디서 …하는지 알아?
PATTERN 41

Do you know how~ ?

Do you know who~ ? 누가[누구를] …하는지 알아?
Do you know why~ ? 왜 …하는지 알아?
Do you know how~ ? 어떻게 …하는지 알아?
Do you know if~ ? …인지 알아?
PATTERN 42

Don’t you know~ ?

Don’t you know~ …을 몰라?
Did you know~ ? …을 알고 있었어?
I knew~ …을 알고 있었어
PATTERN 43

You know~

I didn’t know what S+V …을 몰랐어
I didn’t know if S+V …인지 몰랐어
I didn’t know how S+V 난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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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53

You must think~

You must think~

PATTERN 47

I think of[about]~

I’m just thinking of[about]+N
그저 …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I’m thinking of[about]~ing …할 생각이야
I was thinking of[about]~ing …할 생각이었어

You should think about~
너는 …을 생각해봐, 넌 …을 생각하는구나

You may[might] think~ 네가 …라 생각할 수도 있어
You would think S+V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PATTERN 48

I don’t think~

I don’t think S+V …라고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it’s true that~ …라니 믿기질 않아
I didn’t think S+V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I didn’t think that I was going to+V

All I know~

All I know about+N is~
…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거라곤 …뿐이야

All I know is~ 내가 알고 있는 건 … 뿐이야
What do I know about~내가 …에 대해서 아는게 뭔가?
PATTERN 45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what[when, where]~
…인지 모르겠어

I have no idea how[why]~
어떻게[왜] …인지 모르겠어

PATTERN 49

I thought~

I thought S+V …라 생각했어, …인 줄 (잘못) 알았어
I thought I could~ 내가 …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I thought we had[were]~ 우리가 …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you were going to~
네가 …할거라 생각했는데

PATTERN 50

I thought I told you~

I thought I told you to~ …라고 말한 것 같은데
I thought I told you not to~
…하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

I thought I told you S+V …라고 말한 것 같은데
I thought you said~ …라고 네가 말한 것 같은데
PATTERN 51

I never thought~

I never thought of[about]
…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해봤어

I never thought I’d+V …하리라고 전혀 생각못했어
I never thought I’d say this, but~
이런 말하게 될 줄 전혀 몰랐지만…

I haven’t thought~ …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

I need~

I need+N~ …가 필요해
I need to+V 난 …을 해야 돼
I need you to+V 네가 …하기를 바래
I need you to not+V 네가 …하지 말아줘
PATTERN 55

I don’t need~

I don’t need+N …가 필요없어
I don’t need to+V …할 필요가 없어
I don’t need you to+V 네가 …하지 않아도 돼
I didn’t need to+V …할 필요가 없었어
PATTERN 56

You need~

You need+N 넌 …가 필요해
You need to+V 넌 …를 해야 돼
You need me to+V? …을 해줄까?
You don’t need to+V 넌 …할 필요가 없어
PATTERN 57

We need~

INDEX

PATTERN 44

I didn’t know wh~

I think S+V …인 것 같아
I think I’ll~ …을 할까봐
I’m thinking S+V …을 생각중이야, …한 것 같아
I was thinking S+V …할까 생각중이었어

…하게 될 줄은 몰랐어

PATTERN 37I

PATTERN 38

I think~

Do you think~ ?

Do you think S+V? …인 것 같아?
Don’t you think S+V? …한 것 같지 않아?
Did you think S+V? …할거라 생각했어?
You (really) think S+V? 정말 …라고 생각해?

PATTERN 54

You know S+V[?] 넌 …을 알지, …을 알고 있어?
You know what S+V[?] 넌 …을 알지[?]
You don’t know+N 넌 …을 몰라
You don’t know wh~ S+V 넌 …을 몰라

I don’t know why S+V 왜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V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
I don’t know how S+V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
I don’t know who[if]~ …인지 모르겠어

PATTERN 46

PATTERN 52

넌 …라고 생각하는구나, 넌 …라 생각해야 돼

I don’t know what to+V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S+V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n S+V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re S+V 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don’t know why[how, if]~

I had no idea~ …하는 줄은 몰랐어
Do you have any idea~ ? …인지 알아?

We need+N 우리는 …가 필요해
We need to+V 우리는 …을 해야 돼
He needs~ 걘 …가 필요해
They need~ 걔네들은 …가 필요해
PATTERN 58

Do I need~ ?

Do I need to+V? 내가 …해야 될까?
Do I need to remind you S+V?
내가 …을 기억나게 해줘야 돼?

Do we need to+V? 우리가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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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59

Do you need to~ ?

Do you need+N? 넌 …가 필요해?
Do you need to+V? 넌 …해야 돼?
Do you need me to+V? 내가 …해줄까?
Don’t you need+N? …가 필요하지 않아?

PATTERN 66

I was meaning~

I was meaning to+V…하려던 참이었어, …하려고 했어
I’ve been meaning to~ …하려고 했었어
We’ve been meaning to~ 우린 …하려고 했었어
I kept meaning to~ 난 계속 …을 했었어

PATTERN 73

Shall I +V? …해줄까(요)?
Shall we+V? …할까요?
Shall we say~ 말하자면, 그럼

All I need~

PATTERN 67

All I need is+N~
All I need to do is~ 내가 해야 되는 건 오직 …야
That’s all I need to+V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다야
There’s no need to~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단지…

PATTERN 61

I mean~

Let’s+V
Let’s not+V …하지 말자
Let’s say (that) S+V …라고 가정해 보자
Let’s go+V 가서 …하자
PATTERN 68

I mean, ~ 내 말은, …
I mean S+V 내 말은 …란 말이야
You mean+N? …란 말이야?
You mean S+V(?) …란 말이야?

Let’s~

…하자

Let me~

Let me+V 내가 …할게
Let me check~ …을 확인해볼게
Let me ask you~ 내가 …질문 좀 할게
Let me think about~ …에 대해 생각해볼게

You’re just saying that to+V 괜히 …라고 말하는거지
I’m just saying S+V 내 말은 단지 …라는거야
Are you saying~ ? …라는 말이야?
PATTERN 03

PATTERN 74
PATTERN 60

Shall~

I feel +adj

I feel+adj 기분이 …해
I feel good about~ …에 기분이 좋아
I don’t feel~ 기분이 …하지 않아
I don’t feel right about~

PATTERN 75

You said S+V …라고 말했잖아
You said you+V 네가 …라고 했잖아
You said you wanted~ …을 원한다고 말했잖아
I’d be lying if I said~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거야
PATTERN 04

…가 맞다고[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I feel like~

I feel like+N[S+V] …인[한] 것 같아
I don’t feel like S+V …한 것 같지 않아
I feel like ~ing …하고 싶어
I don’t feel like~ ing …하고 싶지 않아

PATTERN 62

I mean to~

PATTERN 69

I don’t mean that S+V …라는 말은 아니야
Do you mean S+V? …라는 말이야?
I mean to+V …할 생각이야
I was meant to~ …할 운명이었어, …하기로 되어 있어

Let me have~ 내가 …을 갖게 해줘, …을 줘
Let me get~ …을 갖다 줄게
Let me talk to~ 내가 …에게 얘기할게
PATTERN 70

PATTERN 63

I don’t mean to~

I don’t mean to+V …할 생각은 아냐
I don’t mean to be rude, but~
무례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I didn’t mean to+V

…하려는게 아니었어

Let me have~

Let me know~

Let me know what~ …을 알려줘
Let me know when[where]~
언제[어디서] …할지 알려줘

Let me know how~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Let me know if~ …하면 알려줘

I have a feeling~

I have a feeling that~
I had a feeling S+V …같았어
I(’ve) got a feeling S+V …같아
I have feelings for~ …을 좋아해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PATTERN 77

~feel better~

It feels good to~ …을 하면 기분이 좋아
I’d feel better if~ …한다면 기분이 나아질거야
It (would) makes me feel better~
…하면 기분이 좋아져

Would it make you feel better if~
PATTERN 64

~mean to say~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건 …밖에 없어

…라는 말은 아니지?

Let me see~

Let me see, 글쎄, 어디보자, 보여줘
Let me see sth~ …을 보여줘
Let me see what~ …을 보자
Let me see if~ …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What I mean to say is,~ 내가 말하려는 건 …야
PATTERN 72
PATTERN 65

It means~

It means S+V~ 그건 …을 뜻하는거야
It means a lot to~ 그건 …에게 의미가 아주 커
It means a lot (to me) that~
그건 …에게 의미가 아주 커

It doesn’t me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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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뜻은 아냐

~let you~

I’ll let you know~ …을 알려줄게
I’m going to let you~ 네가 …하도록 할게
I’m not going to let you~ 네가 …하지 못하게 할거야
Don’t let sb[sth]+V~ …가 …하게 하지마

I’d say~

I’d say~
If I had to guess, I’d say~

…인 것 같아, …라고 말하겠어

추측을 해야 한다면 …라고 말하겠어

I wouldn’t say that S+V …라고 (말)하지 않겠어
I don’t want to say anything that~
…한 건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아

PATTERN 06

Tell me~

Tell me about~ …에 대해서 말해줘
Tell me (that) S+V …라고 말해줘
Tell me what[when]~ …을 말해줘
Tell me how[why, if]~ …을 말해줘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어?

PATTERN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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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1

I say~

I say S+V
I said that S+V 난 …라고 말했지
I didn’t say S+V~ …라고 말하지 않았어
I never said S+V 절대 …라고 말한 적이 없어

I told you~

I told you+N~ …을 네게 말했잖아
I told you to~ …라고 했잖아
I told you S+V …라고 했잖아
I thought I told you~ …라고 말했을텐데

INDEX

I mean to tell you that S+V…라는 말은 진심이야
I mean to say~ …하는 말이야, 정말이지 …해
You don’t mean to say that S+V

PATTERN 71

I want to say~

I want to say~ …라고 말하고 싶어
I have to say~ …라고 말해야겠어
I can[’t] say S+V …라고 말할 수 있[없]지
All I can say is~

PATTERN 05
PATTERN 76

You said~

…하라고

PATTERN 02

You’re saying~

PATTERN 08

You told me~

You told me that S+V …한다고 말했잖아
You told me to~ …하라고 했잖아
You told me not to~ …하지 말라고 했잖아
He told me~ 걔가 내게 …라고 했어

You’re saying S+V(?) …라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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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

I didn’t tell~

I didn’t tell sb S+V …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
I never told sb~ …에게 절대 …라고 말하지 않았어
I never told you this, but~
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지만, …

I can’t tell you what[if]~ …을 네게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you how+adj S+V
얼마나 …한지 모르겠어

I can’t tell you how+adj S+V to~

Did I tell you ~? 내가 …을 말했었나?
Have I told you~ ? 내가 …을 말했었나?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o~ ?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겠니?

What have I told you about~ ?

Can you tell me~ ?

Can you tell me (about) sth~ ?
(…에 대해) …을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at~ ? …을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ere[why]~ ? …을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
…까지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 대해 내가 뭐라고 했니?

PATTERN 17
PATTERN 11

I’ll tell~

I’ll tell (about) sth (…에 관해서) 말해줄게
I’ll tell sb S+V …에게 …을 말해줄게
I’ll tell you what~ …을 말해줄게
I’ll tell you if[where, how~] …을 말해줄게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There’s no way to tell~

There’s no way to tell~ …을 알 길이 없어
There’s no telling what[how]~ …을 알 수가 없어
You’re telling me that~ ? …라고 말하는거야?
I was told that[to+V]~ …라고 들었어, …라던데요
PATTERN 18

PATTERN 12

I need to talk~

I need to talk to you~ 너와 얘기해야겠어
Can I talk to you~ ?
너와 얘기해도 될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말해줄게

Let me tell you about~
Let me tell you what~ …을 얘기해줄게

…에 관해서 말해줄게

Do you mind if I talk~ ? 내가 얘기해도 될까?
I don’t want to talk about~
…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PATTERN 13

Don’t tell me~

Don’t tell me to~ …하라고 말하지마
Don’t tell me that~
설마 …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하지마

Don’t tell me what~ …라고 하지마
Don’t tell me where[how]~ …라고 하지마

I can tell you~

I can tell S+V …라 말할 수 있어, …을 알겠어
I can tell you sth 네게 …을 말해줄 수 있어
I can tell you that[what, why]~
네게 …라 말할 수 있어, …가 알만해

All I can tell you is~ 네게 말할 수 있는거라고는 …뿐이야
PATTERN 15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that~ …라고 네게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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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29I

PATTERN 19

Can we talk~ ?

Can we talk about~ ? …에 관해 얘기할까?
Can we not talk about~ ?
…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래?

I can’t talk about~ …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
Do we have to talk~ ?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PATTERN 20

Let's talk~

Let’s talk sth~ …을 얘기하자
Let’s talk about~ …에 관해 얘기하자
Let’s talk about what~ …에 관해 얘기하자
Let’s not talk about~ …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
PATTERN 21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에 관한 얘기야

You’re talking~

was wondering if ~ could~

I was wondering if I could~ …해도 될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해줄래(요)?
I wonder if ~ could~

You’re talking~ 넌 …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Are you talking about~ ? 너 …에 관한 얘기하는거야?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Are you talking about sb ~ing?
(It’s) No wonder S+V …하는게 당연하지
…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거야?

PATTERN 30
PATTERN 23

I came to~

I came to+V 난 …하러 왔어
I came here to~ …하러 왔어
Here comes~ 여기 …가 오네
come+V …하러 오다

Can you give me~ ? 내게 …을 줄래?
I gave you~ 내가 네게 …을 주었어
He gave me~ 걔가 내게 …을 줬어
I’d give anything to~ …하기 위해 뭐든지 할거야
PATTERN 31

PATTERN 24

I’m going~

I’m going to+V …할거야
I’m going to+장소 나 …에 가, …에 갈거야
go~ ing …하러 가다
have gone to~ …에 갔어
PATTERN 25

I went to~

I went to+장소 난 …에 갔어
I went to+V 난 …하러 갔(었)어
I went back to~ …로 돌아갔어
He went to~ 걘 …하러 갔어
PATTERN 26

go+V

go get~
go have~ 가서 …하다
go take[do]~ …가서 …하다
go see~ 가서 …하다
…하러 가다

PATTERN 27

PATTERN 28

내가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PATTERN 32

Can I help~?

Can I help you~ ? …을 도와줄까?
Help yourself to~ 맘껏 …을 들어
I can’t help but~ …하지 않을 수가 없어
help sb+V …가 …하는 것을 돕다
PATTERN 33

I hope~

I hope to~
I hope S+V …하기를 바래
I’m hoping to~ …하면 좋겠어, …을 바래
I’m hoping that S+V …이면 좋겠어, …을 바래
…하기를 바래

PATTERN 34

I wonder if~

PATTERN 35

I wonder if ~ …일지 미심쩍어, …이지 않을까

I keep~

I keep ~ing 난 계속 …하고 있어
I kept ~ing 난 계속 …했었어
Keep ~ing 계속 …해라
I don’t know why I keep ~ing

I wonder wh~

I wonder what~ …을 모르겠어, …가 궁금해
I wonder when[where]~ …을 모르겠어, …가 궁금해
I wonder how many~ 얼마나 많은 …가 …할지 모르겠어
I wonder why[who]~ …을 모르겠어

Can you give me~ ?

INDEX

PATTERN 14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야

PATTERN 22
PATTERN 16

Did I tell you~ ?

I’m wondering if~ …일지 모르겠어
I was wondering if ~ …인지 아닌지 궁금했어

…하는 것이 얼마나 …한지 모르겠어

You never told me~넌 절대로 내게 …을 말한 적이 없어
PATTERN 10

I’m not talking about~ …을 말하는게 아냐
We’re talking about~ 우린 …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
This is~ we’re talking about

I wish to~

I wish to~ …하기를 바래
I wish I+과거동사 …이면 좋을텐데
I wish I had~ …있으면 좋겠어
I wish S+과거동사 …가 …하면 좋을텐데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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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sh I could, but~ 그러고 싶지만…
I wish you could~ 네가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I wish sb would~ …가 …했으면 좋겠어

PATTERN 43

wait and see

Let’s wait and see how[what, if]~
…을 지켜보자

I believe S+V …을 믿어, …라 생각해
I can’t believe S+V …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how+adj~ 정말 …하네

Why don’t we wait and see how[what, if]~
PATTERN 36

I wish ~ had+pp

I wish S+had pp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I wish S would have+pp …했었더라면 좋을텐데
PATTERN 37

I saw~

I saw sb+V …가 …하는 것을 봤어
I saw sb ~ing 난 …가 …하는 것을 봤어
Did you see~ ? …을 봤어?
You saw~ ? …을 봤지?, …을 봤잖아?
PATTERN 38

I can see~

I can see S+V …하네, …을 알겠어
I can see why~ …한 이유를 알겠어
I can see what[where, how~] …을 알겠어
All I can see is~ …만 보여
PATTERN 39

I can’t see~

I can’t see+N~ …을 모르겠어, …가 보이지 않아
I can’t see what~ …을 모르겠어
I can’t see where[how]~ …을 모르겠어
PATTERN 40

see if~

We’ll see what[who, if~] …을 알게 될거야
I’ll see if~ …인지 알아볼게
I’ll see if I can~ 내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I’m here to see if~ …인지 알아보려고 들렸어
PATTERN 41

Let me see if~

PATTERN 42

I’ve never seen~

I’ve never seen~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sb~ …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I’ve never known sb to~
…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You’ve never seen~ …을 본 적이 없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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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50

You should wait and see~ …을 지켜봐야 돼
Seeing as~ …인 걸 보니

Can you believe S+V? …가 믿어져?
Can you believe how~ ? 얼마나 …한지 믿겨져?
Do you believe in~ ? …의 존재를 믿어?
Do you believe S+V? …을 믿어?, …라고 생각해?

PATTERN 44

I heard~

I heard (about) sth …을 들었어
I heard sb+V[~ing] …가 …하는 것을 들었어
I heard that S+V …라고 들었어
I heard what~ …을 들었어
PATTERN 45

Did you hear~ ?

Did you hear (about)~ ? (…에 관해) 들은 적 있어?
Did you hear what~ ? …을 들었어?
Have you heard anything~ ? …뭐 좀 들어봤어?
Have you heard about[of, from]~ ?
…에 관해서 들어봤어?

PATTERN 46

I didn’t hear~

I didn’t hear sth[sb]~ …을 못들었어
I didn’t hear you+V[~ing] 네가 …하는 것을 못들었어
I(’ve) never heard about[of, from]~
…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I(’ve) never heard sb+V[~ing]
…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PATTERN 47

You never heard~

You never heard sth~? …을 못들어봤어?
You never heard of~ ? …에 대해 못들어봤어?
You never heard me say that~ ?
내가 …라고 말하는거 못들어봤어?

PATTERN 48

I brought~

I brought you sth~ …을 가져왔어
You brought me sth~ ? 내게 …을 가져왔어?
Did you bring sth~? …을 가져왔어?
I can’t bring myself to+V…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PATTERN 49

I believe~

I believe in~ …의 존재를 믿어, …가 옳[맞]다고 믿어

PATTERN 51

You don’t believe~

You don’t believe~ 넌 …을 믿지 않아
If you don’t believe me, 네가 날 믿지 못하겠다면
It’s hard to believe~ …가 믿기지 않아
I find it hard to believe~ …을 믿기 어려워
PATTERN 52

You better believe~

You better believe S+V 정말이지 …해
You won’t believe this, but~ 믿기지 않겠지만, …
Would you believe S+V? …을 믿겠어?
Would you believe me if I said S+V?
내가 …라고 했다면 믿겠어?

PATTERN 53

I’ll try to~

I’ll try to~
I’m trying to~ …하려고 하고 있어
I was trying to+V …하려고 했어
I’ve been trying to+V 난 (줄곧) …하려던 중이야
…하도록 할게

I find~

I found sth …을 찾았어
I find sth+adj …가 …라고 생각해
I find it difficult to~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I found myself ~ing …상황에 처해 있어
PATTERN 57

I found that~

I found that~ …라고 생각했어
I found out sth~ …을 알아냈어
I found out S+V …을 알아냈어
I found out what~ …을 알아냈어
PATTERN 58

I’m gonna find out~

I’ll find out if~ …인지 알아볼게
Did you find out~ ? …을 알아냈어?
Find out~ …을 알아내
I want you to find out~ …을 알아내라고
PATTERN 59

I forgot~

I forgot about~ …을 잊었어
I forgot S+V …을 잊었어, …을 깜박했어
I forgot to+V …할 것을 잊었어
I forgot to tell[mention]~ …을 말하는 걸 잊었어
PATTERN 60

I forget how~

I forgot what~ …을 잊었어
I forget what it was like to+V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었어

I forgot how+adj~ 얼마나 …한지 잊었어
PATTERN 54

Let’s try~

Let’s try~ …하도록 하자
Are you trying to~ ? …하려고 하고 있어?
Are you trying to say[tell me]~ ?
…라고 말하려는거야?

What are you trying to~ ?뭘 …하려고 하는거야?
PATTERN 55

I tried to~

I tried to~ …하려고 했어
I tried my best to~ 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I tried everything to~ …하기 위해 안해본게 없어
Don’t try to~ …하려고 하지마

PATTERN 61

You forgot~

You forgot to~ 넌 …하는 것을 잊었어
You forgot that[what] S+V? 넌 …을 잊었어?
You forgot to mention~ …는 말하지 않았잖아
Don’t forget to~ 반드시 …해라
PATTERN 62

INDEX

Let me see if~ …인지 알아볼게, …인지 보자
Let me see if I can~ 내가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
I want to see if~ …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check to see if~ …인지 확인해보다

Can you believe~ ?

…을 지켜보자

PATTERN 56

I’ll never forget~

I’ll never forget~ 난 절대로 …을 잊지 않을거야
You’ll never forget~ 넌 절대로 …을 잊지 못할거야
I’ll never forget that time when S+V
…했던 그 때를 절대 잊지 못할거야

I almost forgot about[to]~ 거의 …을 잊을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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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63

I remember~

PATTERN 69

Remember~

I remember ~ing …한 것을 기억해
Remember to~ 잊지 말고 …해라
I remember sb[sth] ~ing …가 …한 것을 기억해
Remember+N+관계대명사 …한 …을 기억나?
…한
때를
기억해
I remember when~
I want you to remember that S+V
I remembe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한 때를 기억해 …한 것을 기억해
You have to remember~ 넌 …을 기억해야 돼
PATTERN 64

All I remember is~

It takes~

All I remember is ~ing[what]~
기억나는 거라고는 …뿐이야

What I remember (the most) is ~ing

It takes+시간+to~ …하는데 시간이 …걸려
It takes around[about]+시간+to~

내가 (가장) 기억하는건 …하는거야

…하는데 시간이 약 …걸려

What I remember about sb is that~
…에 대해 기억하는건 …하다는거야

It takes+시간+for sb to~ …가 …하는데 시간이 …걸려
It takes me+시간 to+V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린다

One 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is
that S+V 한 가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야

PATTERN 71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sth[how, what]~
…가 기억나지 않아

I don’t remember any~ 아무런 …도 기억이 안나
I don’t remember ~ing …을 한게 기억이 안나
I don’t remember you ~ing
네가 …한 기억이 나지 않아

PATTERN 66

I can’t remember wh~ …가 기억이 안나
I can’t remember you ~ing 네가 …한 것이 기억안나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한 마지막 때가 기억 안나

It took me to~

It will take you (about)+시간+to~
넌 …하는데…정도 시간이 걸릴거야

It takes+시간외 명사 to+V …하는데 …가 필요해
It took me+시간 to+V 내가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It took me a long time to~
내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It takes time to~

It takes time to~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It takes a while to+V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It doesn’t take long before~
It didn’t take long for sb to~

몇년(a

PATTERN 67

Do you remember~ ?

(…가) …한 것이 기억나?

Do you remember wh~ ? …을 기억해?
Remember when~ ? …한 때가 기억나?

PATTERN 73

Does it take+시간+to~ ? …하는데 …시간이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to~ ?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What does it take to~ ? …하는데 무슨 자질이 필요해?
How many+N does it take to~?
…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 필요해?

PATTERN 74
PATTERN 68

You remember~ ?

You remember~ ? …가 기억나?
You remember (sb) ~ing? (…가) …한 것이 기억나?
You remember what~ ? …가 기억나?
You remember when[where]~ ?…가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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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it take~ ?

I prefer~

I prefer ~ing …하는게 더 좋아, …을 더 좋아해
I prefer sb ~ing[to~] …가 …하는게 더 좋아
I prefer to+V …하는걸 더 좋아해
I prefer when~ …할 때가 더 좋아

I care about~

I care about~ …을 좋아해, …에 관심을 갖고 있어
I care about what~ …을 신경써
All I care about is~ 내 관심사는 오직 …뿐이야
Why do I care~ ? …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I prefer to+V rather than to+V

PATTERN 76

I’d prefer~

I’d prefer (sth) to~ …하면 좋겠어
I’d prefer that S+V …였으면 좋겠어
I’d prefer (it) if~ …하면 좋겠어
Which do you prefer, A or B? A가 좋아 B가 좋아?

PATTERN 82

PATTERN 77

Do you mind~ ?

Do you mind ~ing? …하면 안될까?
Do you mind if~ ? …하면 안될까?
Would you mind ~ing? …하면 안될까?
Would you mind if~ ? …하면 안될까?

I don’t care about~

…에 전혀 상관없어, 전혀 신경쓰지 않아

I don’t care wh~ …은 관심없어
I don’t care if~ …해도 신경안써, …하든 상관안해
I couldn’t care less (about, if~) (…라도) 알게 뭐람

I don’t mind~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I don’t mind ~ing
I don’t mind sb ~ing

…가 …하는게 괜찮아, …가 …해도 상관없어

I don’t mind if~ …해도 상관없어
I don’t mind because S+V…하기 때문에 괜찮아
PATTERN 79

You don’t mind me~ing

I hope you don’t mind me ~ing
내가 …해도 네가 괜찮기를 바래

I wouldn’t mind if[~ing]~ …하면 좋겠어
If you don’t mind me asking[saying],

I’m allowed to~

I’m not allowed to~ 난 …하면 안돼
We’re not allowed to~ 우린 …하면 안돼
You are allowed to~ …해도 돼
You’re not allowed to~ …하면 안돼
PATTERN 84

PATTERN 78

I don’t care~

I understand~

I understand sth …을 이해해
I understand that, but~ 그게 이해되지만, …
I understand S+V …을 이해해
I understand what~ …을 이해해
PATTERN 85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가 이해 안돼
I don’t understand why S+V
왜 …인지 이해가 안돼

I don ’t understand how~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돼

I don’t understand what~ …가 이해가 안돼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Never mind that S+V …을 신경쓰지마
PATTERN 80

Would you care~ ?

Would you care for~ ? …을 들래?, …을 원해?
Would you care to~ ? …할래?
Do you care about~ ?
…에 대해 신경을 써?, …에 관심이 있어?

Since when do you care~ ?
네가 언제부터 …을 신경썼어?

PATTERN 86

INDEX

Do you remember sth? …가 기억나?
Do you remember (sb) ~ing?

…보다 …을 더 좋아해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I can’t remember back +
few years) +
when S+V …한 …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

I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해
I prefer ~ing to ~ing …하기 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해
I prefer N[~ing] rather than N[~ing]

PATTERN 81

PATTERN 83

PATTERN 72

I can’t remember~

I prefer A to B

…하기 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해

PATTERN 70

PATTERN 65

PATTERN 75

I guess S+V

I guess S+V …인 것 같아
I realize that S+V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깨달았어]
I suggest S+V …하도록 해
I suppose S+V …라고 생각해, 추측해
PATTERN 87

I notice S+V

I notice S+V …을 알았어, …을 알게 됐어
I trust S+V …라 생각해, 믿어,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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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1

Someone[Somebody]~

Someone like~
Someone who~ …하는 사람
Someone I know+V~ 내가 아는 누가 …해
Someone+V(과거) 누가 …했어
…와 같은 사람

PATTERN 02

Someone[Somebody]~

Someone+부사구+V(과거) …에서 누군가가 …했어
Someone must have+pp 누군가 …했음에 틀림없어
Somebody+V 누가 …해
Somebody has to~ 누군가 …임에 틀림없어

Nobody told me~ 아무도 내게 …을 말하지 않았어

Anyone~

Anyone~ 누구나 …(할 수) 있어
Anyone who~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nyone~ ? …하는 사람?, 누구 …있어?
Anyone else~ ? 누구든지 …할 다른 사람 있어?
PATTERN 04

Anybody~

Something

Something+V~ 뭔가가 …해[했어]
Something ~ happen~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
Something to~ …한 것
Something about~ …에 관한 것
PATTERN 09

Anything

Anything+adj? 뭐 …한게 있어?
Anything to+V(?) …한게 있어? …할 수 있는거라면 뭐든지
Anything S+V (?) …한게 있어?, 뭐든지 …해

Any+N~

Any reason S+V?
Any luck with~? …잘 됐어?
Any+N~? …가 있어?
Any chance S+V? …할 가능성은?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

No one[Nobody]~

No one’s~ ing 아무도 …하지 않아
No one knows~ 아무도 …을 알지 못해
No one+V(과거동사) 아무도 …하지 않했어
No one told me~ 아무도 내게 …을 말해주지 않았어
PATTERN 07

Nobody~

Nobody+V[be going to~] 아무도 …하지 않아
Nobody wants to~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
Nobody knows~ 아무도 …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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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명령문 …하면 …해
If you~, let~ …하면 …하게 해줘

Nothing

PATTERN 20

I doubt~

I doubt that S+V…인 것 같진 않아, …일지 모르겠어
I doubt if S+V~ …일지 미심쩍어, …이지 않을까?
I have no doubt that S+V
…을 믿어 의심치 않아, …을 확신해

No doubt S+V …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PATTERN 15

be likely to~

Sb’s likely to~ …가 …할 것 같아
It’s likely to~ …할 것 같아
It’s unlikely that ~…인 것 같진 않아, …일지 모르겠어
be more likely to+V 좀 더 …할 것 같아

The problem is~

The problem is that~ …라는게 문제야
The real problem is that~

PATTERN 21

I bet~

I bet S+V …은 확실해, …은 장담해
I bet you+V~ 장담하건대 …해
I’ll bet S+V …을 확신해
You bet S+V 틀림없이 …할거야
PATTERN 22

The reason~

The other problem is that~

The reason (why) S+V is that~ …한 이유는 …야
The reason for ~ is that~ …의 이유는 …야
What was the reason for sb to+V?

…보다 …한 것은 없어

또 다른 문제는 …라는 거야

뭐 때문에 …가 …했을까?

Nothing makes sb+ 비교급+than+N[to+V,
~ing] …보다 더 sb를 …하게 하는 것은 없어

The problem is when~ …할 때 문제가 돼

What reason did S+give for ~ing?

Nothing+V 아무것도 …없어
Nothing S+V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
Nothing is+비교급+than+N[~ing]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야

…한 이유를 뭐라고 했어?

PATTERN 17
PATTERN 11

PATTERN 12

make sense~

It makes sense that S+V 당연히 …해
It doesn’t make sense to~ …는 말도 안돼
It didn’t make sense to me because
~ … 때문에 그건 내게 말도 안됐어
Doesn’t it make sense that S+V?
…는 말도 안되지 않아?

It’s the only way to~

It’s the only way to+V …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어
It’s the only way S+V 그건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The only way to~ is to[by ~ing]

PATTERN 23That’s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는거야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only way S+V is~

그건 …한 이유 중의 하나야, 그래서 …하기도 해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는거야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V

If you~

If you~ , I can~ …하면 난 …할 수 있어
If you~ , I[We] will~ 네가 …하면 난 …할거야
If you~, then we can[can’t]~
네가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없]어

If only I could~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That’s one of the reasons S+V
그건 …한 이유 중의 하나야

이에 대한 이유 중 일부는 …야

PATTERN 18

The best way is~

The best way is to~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는 것이야
The best way to~ is ~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
What’s the best way to~ ?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What do you think the best way to ~?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니?

PATTERN 13

one of the reasons~

PATTERN 19

would rather~

I’d rather+V
I’d rather not+V 차라리 …하지 않을래
I’d rather B than A A보다는 B하고 싶어
Wouldn’t you rather+V~? 대신 …을 하는건 어떠니?
차라리 …할래

I have no reason to~ 내가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PATTERN 24

You look~

You look+형용사 넌 …하게 보여
You’re looking+형용사 너 정말 …하게 보여
You don’t look~ 넌 …하게 보이지 않아
You seem[sound]~ 넌 …처럼 보여
PATTERN 25

INDEX

PATTERN 06

…하면 넌 …하게 될거야

PATTERN 16

make sure~
Anybody~ 누구든지…
Anybody want[need]~ ? 누구 …하는 사람 있어[없어]? I will make sure (that) S+V 반드시(꼭) …하도록 할게
Let me make sure~ …을 확인해볼게
Anybody have [got]~? 누구 …가 있어?
Make
sure~ …을 확실히 해라, …을 꼭 확인해라
Anybody seen[heard]~? 누구 … 본 적[들은 적] 있어?
I (just) want to make sure~ …을 확실히 하고 싶어
PATTERN 05

If you~

If you~, you will[are going to]~
PATTERN 08

PATTERN 10
PATTERN 03

PATTERN 14

You look like~

You look like+N 너 …같아, 너 …처럼 보여
You look like sb who~ 넌 …한 사람같아
You look like S+V 너 …같아, 너 …처럼 보여
You don’t look like S+V 넌 …처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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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26

Do I look like~ ?

PATTERN 32

better than~

Do I look like+N? 내가 …처럼 보여?
Do I look like+N (that) S+V?

be better than~ …보다 낫다
You[I] know better than to+V

내가 …한 사람처럼 보여?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Do I look like someone who~ ?

비교급+than+S+thought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가 …하는 사람처럼 보여?

~than I expected 내 예상보다 더…

Do I look like S+V?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

first time~

the most~

The first time S+V, S+V 처음으로 …했을 때 …했어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be the most+~ 가장 …한 …야
one of the most~ 가장 …한 것중의 하나
be the most+명사+I’ve ever seen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야

지금까지 …한 것중에 가장 ~한거야

It[This] is the first time S+V

비교급 +

09
PATTERN 28

matter of tim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V
…하는 건 오로지 시간문제야

It was a matter of time before~
…는 시간문제였어

It’s (just) a matter of time till~
…하는 것은 시간문제야

PATTERN 29

I plan to~

I plan to+V …할 예정이야, …할 작정이야, …할 생각야
I’m planning to+V …할 생각이야, …할 작정이야
I’m planning on ~sth[~ing]

What~ ?

PATTERN 01

What am I gonna~ ? 내가 뭐라고[뭘] … 할까?
What am I~ ing? 내가 …을 하고 있는거지?
What am I supposed to~ ? 내가 어떻게 …해야 돼?
PATTERN 02

as good as~ …만큼이나
as many (+N) as~ …만큼이나
as much as~ …만큼이나
as well as …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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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What would you+V? (너라면) 뭐라고 …하겠어?
What would you have done if~ ?

What did I+V?

내가 뭘 …했어?

PATTERN 13

What would you~ ?

…라면 넌 어떻게 했겠어?

What do you~ ?

What do you+V? 너 …해?
What do you think of[about]+N[~ing]?

What would you like to~ ? 뭘 …하고 싶어?
What would you like me to~ ?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을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S+V? …가 …한다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V? …가 …뭐라고 생각해?
PATTERN 08

What do you mean~ ?

What do you mean~ ? …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by~ ? …가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want to[for]~ ? …을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me to~ ?
내가 …을 어떻게 하라고?

What do you say~?

PATTERN 14

What would you say~ ?

What would you say to+N? …하는게 어떻겠어?
What would you say if~ ? …한다면 어떻겠어?
What would you do if~? …라면 넌 어떻게 하겠어?
What would you think~ ? …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PATTERN 15

What can~ ?

What can I+V? 내가 …해줄까?
What can I do to~ ?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can you+V? 너 뭘 …할 수 있어?
What can you tell me about~ ?

What’s wrong with~?

…하는게 뭐가 잘못야?, …가 왜그래?

…는 어떤데?, …하는 게 어때?

PATTERN 16

What’s it gonna take to+V?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What do you say to+N?
What do you say to~ing? …하는게 어때?

What is it like to~ ? …하는게 어때?
What are the odds that S+V?…의 가능성이 어때?

PATTERN 10

PATTERN 04

What’s wrong~ ?

What’s~ ?

What’s +N? …가 뭐야?
What’s ~ing? 뭐가 …하고 있어?
What’s he ~ing? 걔가 …하고 있어?
What’s ~ like? …는 어때?

…하는게 어때?

What did you~ ?

What did you +V? 너 …했어?
What did you do to[with]~ ? …을 어떻게 한거야?
What did you do when~ ? …때 넌 어떻게 했어?
What did you say~ ? 뭐라고 …했어?

What could~ ?

What could+V[be]~ ? 뭐가 …할 수 있겠어?
What could I+V?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S+V?
…을 내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PATTERN 17

What should~ ?

What should I+V? 내가 뭘 …해야 할까?
What should I[we] do (about, with)~ ?
(…을) 어떻게 해야 돼?

PATTERN 11

What does it~ ?

What should I do if~ ? …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What does it+V? 뭐라고 …되어 있어?
What does it look like S+V? …가 뭐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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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ood as~

What have you+pp? 뭘 …했어?
What has S+~pp~ ? …가 뭘 …했어?
What have you been ~ing? 뭘 …을 하고 있었어?
What have I told you about~ ?

…에 대해 뭘 말해줄 수 있어?

뭘[언제] …할 계획이니?

PATTERN 31

What have you~ ?

What do you say? 어때?
What do you say we[I] ~?

What[When] are you planning to ~ ?

as+adj+as …만큼 …해
배수 as+adj[adv]+as …만큼 …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as~ as one can 가능한 …하게

PATTERN 12

내가 …에 대해 뭐라고 했어?

PATTERN 09
PATTERN 03

as ~ as~

What are you~ ?

What are you ~ing? 너 …을 할거야?
What are you trying to~ ? 뭘 …하려는거야?
What are you going to~ ? 뭘 …할거야?
What are you ~ for? 뭐 때문에 …해?

…할 생각이야, …할 예정이야

PATTERN 30

What am I~ ?

What does it matter if~ ? …한들 무슨 상관이야?

What do I+V? 내가 …을 해?
What do I tell sb~ ? …에게 뭐라고 하지?
What do I have to do to~ ?

PATTERN 07

It was the first time that S+V in ~ years
CHAPTER

What do I~ ?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한 것은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What was~ ?

What was+N? …가 뭐였어?
What were+N? …가 뭐였어?
What was S+~ing? …가 뭐를 …하고 있었어?
What were S+~ing? …가 뭐를 …하고 있었어?
PATTERN 06

PATTERN 33
PATTERN 27 The

PATTERN 05

PATTERN 18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 내 말은 …야
What I’m trying to say is~ 내가 말하려는 건 …이야
What I said was~ 내 말은 …라는거야

PATTERN 24

What I mean~

What I mean is (that)~ 내 말은 …라는거야
What I meant was~ 내 말은 …라는 거였어
What I meant to say is~ 내가 말하려고 했던건 …야

When was the last time~ ?

PATTERN 12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였어?

When can I+V? 내가 언제 …해도 돼?
When can we+V?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어?
When can you+V? 넌 언제 …할 수 있어?
When can you not+V~ ? 언제 …을 하지 않을 수 있어?

When was+S+pp~ ? …가 언제 …였어?
PATTERN 06

PATTERN 19

What makes~ ?

What makes it so~ ? 뭐 때문에 그게 …해?
What makes you so sure S+V?
…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PATTERN 25

What kind of~ ?

What kind of~ ? 어떤 종류의 …을 …해?
What kind of+N is~ ? 어떤 종류의 …야?
What time~ ? 언제 …해?

What makes you think~ ? 왜 …라고 생각하는거야?
What made you want to~ ?
뭐 때문에 …을 하고 싶어했던거야?

What brings you~ ?

What brings you (to)~ ? 뭐 때문에 …에 왔어?
What brings you back~ ? 뭐 때문에 …에 다시 왔어?
What brought you~ ? 뭐 때문에 …에 온거야?
PATTERN 21

What happened~ ?

What happened~ ? …에(게) 무슨 일이 생긴거야?
What happened to ~? …에(게) 무슨 일이 생긴거야?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if~ ?
…하면 어떻게 될까?

What (would happen) if ~?

CHAPTER

When~ ?

PATTERN 01

When am I~ ?

When am I gonna~ ? 내가 언제 …을 하게 될까?
When are+N (+pp)? …가 언제 …해?
When are you~ing? 언제 …할거야?
When are you gonna~ ? 언제 …할거야?
PATTERN 02When

are you planning to~ ?

When are you planning to~? 언제 …하려고 해?
When are you planning on~? 언제 …하려고 해?
When are you gonna tell sb~ ?

What I don’t understand is why ~
…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What I can’t understand is how~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What I don’t get is~ 내가 이해못하는 것은 …야
What became of~ …은 어떻게 됐어?

What I want~

What I want is to~ 내가 바라는 건 …야
What I want is for you to~
너한테 내가 바라는 건 …하는거야

What I want to know is~ 내가 알고 싶은건 …하는거야
What I wanted to say (to you) is~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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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o I+V? 내가 언제 …해?
When do I get to+V~ ? 내가 언제 …하게 돼?
When did I+V? 내가 언제 …했어?
When did I say S+V? 내가 언제 …라고 했어?

When’s~

When do you~ ?

When do you+V? 너 언제 …해?
When do you think S+V? 언제 …할거라고 생각해?
When do you have to+V~ ? 넌 언제 …을 해야 돼?
When do you want~ ? 언제 …하고 싶어?

When does~ ?

When does sb[sth]+V?
When did you+V? 언제 …를 했어?
When did you know~ ? 언제 …을 알게 됐어?
When did you get~ ? 언제 …한거야?
언제 …가 …해?

When’s+N? 언제 …야?
When’s S+~ing? 언제 …가 …해?
When’s S+gonna~ ? 언제 …가 …할거야?
When’s S+supposed to~ ?

When did you say~ ?

언제 …가 …하도록 되어 있어?

PATTERN 10

PATTERN 04When’s

When did you say S+V~ ? 언제 …한다고 했지?
When did you tell sb~ ? 언제 …한다고 말했어?
When did you start[stop] ~ing?

the last time~ ?

When’s the last time S+V~ ?

언제 …하기 시작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When’s the first time S+V~ ?
When’s the best time to+V~ ?

언제 처음으로 …했어?

When did you last[first]+V~ ?
언제 마지막[처음]으로 …했어?

언제가 …하기에 가장 좋은 때야?

PATTERN 11
PATTERN 05

When was~ ?

When was+N ? 언제 …였어?
When was your last+N~ ?

Since when~ ?

Since when is~ ? 언제부터 …야?
Since when are you~ ? 넌 언제부터 …야?
Since when do you ~ ? 너 언제부터 …야?
Since when can you~ ? 언제부터 …할 수 있는거야?
PATTERN 14

When I said,~

When I say~, I mean~ 내가 …라고 할 때 내 뜻은 …야
When I say~, I don’t mean~
내가 …라고 할 때 내 뜻은 …가 아냐

When I said~, I meant~
내가 …라고 했을 때 내 뜻은 …였어

PATTERN 08

PATTERN 09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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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o I~ ?

PATTERN 13

When have you~ ?

When have you+pp? 언제 …했어?
When have I+pp? 내가 언제 …했어?
When will you+V? 언제 …을 할거야?
When would you+V~ ? 언제쯤 …하겠어?

When I said~, I didn’t mean~
내가 …라고 했을 때 내 뜻은 …가 아니였어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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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PATTERN 01

Where am I~ ?

Where am I going to+V~ ? 어디서 …을 할까?
Where am I supposed to~ ? 내가 어디서 …해야 돼?
PATTERN 02

Where are you~ ?

Where are you+ ing~ ? 어디에 …하는거야?
Where are you going~ ? 어디로 …가?
Where are you going to~ ? 어디에서 …할거야?
Where are you+pp? 언제 …했어?
PATTERN 03

Where is~ ?

Where is+N? …가 어디있어?
Where is+N+관계절? …한 …가 어디있어?
Where is[are]+S+from? …가 어디서 난거야?
Where is he[she] ~ing? 어디서 …가 …하고 있는거야?
PATTERN 04

Where was~ ?

Where was+N? …가 어디에 있었어?
Where was sb when~ ? …할 때 …는 어디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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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23

When were you gonna tell~ ?

넌 언제 …에게 말할거야?

PATTERN 03

I don’t understand is~

언제 …을 말하려고 했어?

PATTERN 07

만약 …라면 어떻게 되는데?

PATTERN 22What

When were you~ ? 넌 언제 …였어?
When were you ~ing? 넌 언제 …하고 있었어?
When were you planning to tell~ ?

언제 …을 말하려고 했어?

10
PATTERN 20

When were~ ?

When can~ ?

Where was sth+pp? …가 어디에 …했어?
Where were you+시간명사? …때 너 어디있었어?
PATTERN 05

Where do I~ ?

Where do I+V? 내가 어디서 …을 하지?
Where did I+V? 내가 어디에 …을 했지?
Where does (s)he+V? …가 어디서 …을 해?
Where does it+V? 그게 어디에 …할까?
PATTERN 06

Where do you~ ?

Where do you+V? 어디서 …해?
Where do you think S+V?
어디에(로) …한다고 생각해?

Where do you want to~ ? 어디서 …하고 싶어?
Where did you +V? 어디서 …을 했어?
PATTERN 07

Where can I~ ?

Where have you been+(~ing)? 어디에서 …했어?
Where can I+V? 어디서 …해?
Where can I get sth~ ? …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Where can I go to+V~?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
PATTERN 08

Where should~ ?

Where could I find~ ?

어디서 내가 …을 찾을 수 있을까?, …가 어디에 있어?

Where should I~ ? 내가 어디서 …을 해야 돼?
Where should we~ ? 우리 어디서 …을 해야 돼?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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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PATTERN 01

Who am I~ ?

PATTERN 02

Who are~ ?

Who are+N? …가 누구야?
Who are you ~ing? 누구와 …을 해[할거야]?
Who are you to+V? 네가 뭔데 …라고 하는거야?
Who are we~ ing? 우리는 누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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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Who is+N? …가 누구야?
Who is~ ? 누가 …야?
Who’s the one ~ing? …하는 사람이 누구야?
PATTERN 04

Who’s (S) ~ing?

Who’s S+ ~ing? …가 누구와 …해?
Who is ~ing? 누가 …해?
Who’s been ~ing? 누가 …하고 있었어?
Who’s going to~ ? 누가 …할거야?
PATTERN 05

Who was~ ?

Who was+N? …가 누구였어?
Who were you ~ing? 누구에게 …했어?
Who do you+V? 누구를 …할까요?
Who do you want to~ ? 누구를 …하고 싶어?
PATTERN 06

Who do you think~ ?

Who do you think S+V? …가 누구를 …할 것 같아?
Who do you think+V? 누가 …했다고 생각해?
Who did you+V? 누구와 …했어?
Who did you say S+V? 누구를 …그랬어?
PATTERN 07

Who+V?

Who said S+V~ ? 누가 …라고 했어?
Who told you~ ? 누가 …라고 했어?
Who wants~ ? 누가 …을 하고 싶어?
Who knows~ ? 누가 …을 알아?
PATTERN 08

Who has~ ?

Who has+N? 누가 …해?
Who has+pp? 누가 …을 했어?
Who will+V? 누가 …할거야?
Who would +V? 누가 …을 하겠어?
PATTERN 09

Who can~ ?

Who would have thought ~?
…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Who can+V? 누가 …할 수 있을까?
Who could+V? 누가 …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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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PATTERN 01

Why am I~ ?

Why am I~ ?
Why am I ~ing? 내가 왜 …을 해?
Why are we ~ing? 왜 우리가 …을 하는거야?
Why are we not ~ing? 왜 우리는 …하지 않는거야?
내가 왜 …야?

PATTERN 02

PATTERN 10 Why

Why was~ ?

PATTERN 11

Why do I feel like~ ?

Why do I have to~ ? 내가 왜 …을 해야 돼?
Why do I feel like ~ing? 왜 …을 하고 싶어질까?
Why do I get the feeling S+V?
왜 …라는 느낌이 들까?

Why did I+V? 왜 내가 …을 했지?
PATTERN 06

Why don’t I~ ? …할게
Why don’t we~ ? …하자(Let’s+동사)
Why don’t we go~ ? 같이 …가자
Why don’t we start~ ? …을 시작하자

Why is~ ?

Why was S+adj[pp]? 왜 …가 …을 했어?
Why was S+ ~ing? 왜 …가 …을 했어?
Why were you+adj[pp]? 넌 왜 …했던거야?
Why were you ~ing? 넌 왜 …을 했던거야?
PATTERN 05

Why don’t we~ ?

PATTERN 09

Why is S+adj[N]~? 왜 …해?
Why is it so~ ? 왜 …한거야?
Why is S+ ~ing? 왜 …가 …해?
Why is there~ ? 왜 …야?
PATTERN 04

PATTERN 08

Why are you~ ?

Why are you+adj? 왜 …해?
Why are you~ing? 왜 …해?
Why are you talking~ ? 왜 …을 얘기하는거야?
Why are you being~ ? 왜 …하는거야?
PATTERN 03

Why don’t you try~ …을 해봐

Why do you~ ?

Why do you+V? 왜 …해?
Why do you think S+V? 왜 …라고 생각해?
Why do you want to~ ? 왜 넌 …하고 싶은거야?
Why do you care wh~ ? …을 왜 신경을 써?

Why does~ ?

Why does (s)he+V~ ? 왜 …가 …을 해?
Why does (s)he think~ ? 왜 …가 …라고 생각해?
Why does (s)he want to~ ? 왜 …가 …를 하고 싶어해?
Why does it have to be~ ? 그게 왜 …여야 돼?

did you~ ?

Why did you+V? 왜 …을 했어?
Why did you not[never]~ ? 왜 …을 하지 않았어?
Why did you tell me[say]~ ? 왜 …라고 했어?
Why did you want to~ ? 왜 …을 하고 싶어했어?

Why didn’t you~ ?

Why didn’t you+V? 왜 …을 하지 않았어?
Why didn’t you tell me~ ?
왜 내게 …을 말하지 않았어?

Why didn’t you say~ ? 왜 …라고 말하지 않았어?
Why didn’t you call~ ? 왜 …에게 전화를 안했어?
PATTERN 12

Why have~ ?

Why have you+pp? 왜 …했어?
Why have you been ~ing? 왜 …을 하고 있었어?
Why have you not+pp? 왜 …을 하지 않았어?
Why has it got to~ ? 왜 그게 …여야 돼?
PATTERN 13

INDEX

Who am I ~ing? 내가 누구를 …을 하는거야?
Who am I going to+V? 내가 누구를 …을 할거야?
Who am I to+V? 내가 누구라고 …하겠어?
Who am I supposed to~ ? 내가 누구를 …해야 돼?

PATTERN 03

Why would~ ?

Why would I+V? 내가 왜 …하겠어?
Why would you+V~ ? 왜 …을 한거야?
Why would you say S+V?
왜 …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Why would he[they,we,it]~ ?왜 …가 …하겠어?
PATTERN 07

Why don’t you~ ?

Why don’t you~ ? …하자
Why don’t you~? 왜 …을 하지 않아?
Why don’t you go[come]~ ? 가서[와서] …해

PATTERN 14

Why can’t~ ?

Why can’t I+V~ ? 난 왜 …을 할 수 없어?
Why can’t we+V~ ? 왜 우리는 …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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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an’t you+V~ ? 왜 넌 …을 할 수 없는거야?
Why can’t (s)he+V~ ? 왜 …가 …할 수 없는거야?
PATTERN 15

Why couldn’t~ ?

Why couldn’t you+V? 왜 …를 하지 않았어?
Why should+V~ ? 내가 왜 …을 해야 돼?
Why not+V? 그냥 …해
Why is it that S+V? 왜 …야?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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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

PATTERN 01

How am I~ ?

How am I ~ing? 내가 어떻게 …을 하는거야?
How am I gonna+V~ ? 내가 어떻게 …하지?
How are we ~ing? 우리가 어떻게 …해?
How am I supposed to+V~ ?

PATTERN 06

How do you~ ?

How do you+V~ ? 어떻게 …을 해?
How do you know~ ? 어떻게 …을 알아?
How do you think S+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like~ ? …가 어때?
PATTERN 07

How does he~ ?

How does (s)he+V~ ? 어떻게 걔가 …할까?
How does it[that]+V ? 그게 어떻게 …해?
How does it feel to+V~ ? …하니 기분이 어때?
How did it+V? 그게 어떻게 …했어?
PATTERN 08

How did you~ ?

How did you+V~ ? 어떻게 …을 했어?
How did you know~ ? …을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think~ ? …을 어떻게 생각했어?
How did you like~ ? …어땠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PATTERN 09
PATTERN 02

How are you~ ?

How are+N? …가 어때?, 어떻게 …해?
How are you~ing? 넌 어떻게 …해?
How are you gonna+V~? 넌 어떻게 …할거야?
How are things going~? …의 상황은 어때?
PATTERN 03

How’s~ ?

How’s+N? …어때?
How’s S+~ing? …는 어떻게 …하고 있어?
How’s S+going to~ ?…가 어떻게 …을 할거야?
How’s it going (with)~ ? …은 어때?
PATTERN 04

How was~ ?

How have~ ?

How have you+PP? 어떻게 …했어?
How have you been since~ ?
…이후에 어떻게 지냈어?

How have I+pp? 내가 어떻게 …했을까?
How has S+pp? 어떻게 …가 …을 했을까?
PATTERN 10

How will~ ?

How will I+V? 내가 어떻게 …할까?
How will I know if~ ? …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How will we+V~ ? 우리가 어떻게 …하지?
How will you+V? 네가 어떻게 …할거야?

PATTERN 13

How can I+V ?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How can I not+V?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겠어?
How can I explain to sb that~ ?

How would~ ?

How do I~ ?

How do I[we]+V~ ? 어떻게 …해?
How do I know~ ? …을 어떻게 알아?
How did I+V? 내가 어떻게 …을 했겠어?
How did I know~ ? 어떻게 내가 …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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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공식패턴

3300

How could you not~ ?

How can I do this when~ ?

How could you not~ ?

…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How could you not know~ ?
PATTERN 14

How can you~ ?

How can you+V? 어떻게 …할 수가 있어?
How can you be so~ ?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How can you be so sure~ ?

어떻게 …을 모를 수가 있어?

How could you not tell me~ ?
어떻게 내게 …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

How should~ ?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을 그렇게 확신하는거야?

How can you say~ ?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어?
PATTERN 15

How can you think~ ?

How can you think of~[that S+V] ~?
어떻게 …할 생각할 수 있어?

How can you not+V~ ?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어?
How can you (not) think about[of]~ ?

PATTERN 20

How about~ ?

How about+N? …가 어때?
How about ~ing? …하는게 어때?
How about S+V? …하는게 어때?
How about+~? …가 어때?
PATTERN 21

How come~ ?

How can you not know~ ?

How come~ ? 어째서 …하는 거야?
How come you think ~?

어떻게 …을 모를 수가 있어?

왜 …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PATTERN 16

How could I~ ?

How could I+V?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How could I be so~ ?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How could I not+V~ ?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How could I have+pp~ ? 어떻게 내가 …을 했겠어?

How could you~ ?

How could you +V?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How could you be so~?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How could you say~ ?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어?
How could you tell sb~ ?

How would you like~ ?

How come you didn’t~ ? 어떻게 …하지 않은거야?
How dare you +V 어떻게 …할 수가 있어
PATTERN 22

How many~ ?

How many+N~V? 몇 명이[개가] …해?
How many N+조동사+S? 몇 …가 …을 해?
How many+do+S? 몇 …가 …을 해?
How many times do[did] S+V?
몇 번이나 …하니(했니)?

PATTERN 23

How much~ ?

How much~?
How much+조동사+S? 얼마나 …해?
How much time+조동사+S? 얼마나 많은 시간이 … 해?
How much+비교급~ ? 얼마나 더 …해?

How would you like+N?

PATTERN 18

어떻게 …을 해드릴까요?, …는 어때요?

How could you think~ ?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How often do[did] you~ ? 얼마나 자주 …해?
How could you possibly think~ ?
How soon can we[you]~ ? 얼마나 빨리 …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How soon before~ ? 얼마나 빨리 …해?
How could you believe~ ?

How would you like to+V?
어떻게 …할 것이냐 …을 하자

How would you like it if~ ? …한다면 어떻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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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을 했을 수가 있(었)어?

PATTERN 19

어떻게 …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

PATTERN 05

How could you have+pp?

How could you think~ ?

PATTERN 24

How of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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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as+N? …는 어땠어?
How would I know if~ ? 내가 …인지 어떻게 알겠어?
How was+N+with[~ing]? …와 …가 어땠어?
How would you+V? 어떻게 …하겠어?
How was I supposed to~ ? 내가 어떻게 …을 했겠어? How would you feel about[if]~ ?
…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How were you~ ing? 어떻게 …을 했던거야?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에게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PATTERN 17
PATTERN 11

How can I~ ?

PATTERN 25

How long~ ?

How long was+N?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How long are you going to+V~ ?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in the first place 맨먼저, 우선, 첫째로, 무엇보다도

for a moment~

얼마동안 …을 할거야?

PATTERN 02

How long have+S+pp? 얼마동안 …을 했어?
How long have you known~ ?

for a moment 잠시 동안
for a bit 잠시동안
for a while 잠시 동안, 한동안
for some time 잠시, 얼마간

얼마동안 …을 알고 지냈어?

PATTERN 26

How long~ ?

How long do you+V~ ? 얼마동안 …할거야?
How long do you think~ ?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How long will it take (sb) to~ ?
(…가)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How long does it take to~ ?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PATTERN 27

How long before~ ?

How long before S+V? 얼마나 있다가 …해?
How long after+N+V~ ? …한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since+N[S+V]? …한지 얼마나 됐어?

PATTERN 03

from now on~

from now on
for now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to this day 지금까지도
PATTERN 04

by now

by now 지금쯤은, 이제
at present 현재, 당장은
right now 현재는, 바로

until now

(un)til now
up to now 지금까지
so far 지금까지
to date 지금까지

15

Which~ ?

PATTERN 01

Which is~ ?

Which is why~ 그것이 바로 …의 이유야
Which do you+V~ ? 어떤 걸 …해?
Which do you like~ ? …에서 어떤 걸 좋아해?
Which do you prefer, A or B? A가 좋아 B가 좋아?
PATTERN 02

Which+N~ ?

only ~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하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는
between A and B A와 B사이

due to~

due to+N …으로 인하여, …에 기인하여
because of … 때문에
on account of …때문에
for that reason 그 때문에

CHAPTER

16

부사구

PATTERN 01

first thing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제일 먼저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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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ccording to …에 의하면, …에 따르면
in fact 사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by the time S+V …할 때 쯤이면

PATTERN 17

contrary to
the other way around 반대로, 거꾸로
on the other side of …의 반대편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PATTERN 11

in a hurry

in a hurry 급히, 서둘러
in no time 곧, 금세
at once 즉시, 동시에
before long 머지않아

come to think of it

come to think of it 생각해보니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고, …은 물론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PATTERN 18

PATTERN 19

in case (that)
in case of …의 경우에
just in case 만일에 대비하여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의 경우에 대비해

every other day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번씩
on occasion 이따금, 때에 따라서
for the most part 대개, 주로, 대부분

PATTERN 21

in case~

later in the day

all day long 하루종일
later in the day (그날 중으로) 나중에, 그날 늦게
one day 언젠가
the other day 요전날

concerning

concerning
including …을 포함하여
regarding …에 대하여
considering …를 고려해 볼 때, …를 생각하면

I have~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
this time of year 연중 이맘 때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
these days 요즈음

PATTERN 20

…에 관하여

in the past

this past year 지난 일년간, 작년
last year in the past 과거에
in the past six months 지난 6개월간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As soon as ~

as soon as S+V … 하자마자
as long as~ …하는 한(기간의 의미는 없고 조건의 의미만)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 관한 한, 나로서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PATTERN 15
PATTERN 08

the other way around
…에 반하여, …와 달리

PATTERN 14
PATTERN 07

PATTERN 16

as if

as if 마치 …처럼
as it is 실제로는,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현상태로
as it were 말하자면
If that is the case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at the end of~

in the end
at the end of …의 말에
after all 결국, 그래도
at last 마침내

마침내, 결국에는

PATTERN 22

INDEX

Which+N~ ? 어떤 …을 …해?
Which way~ ? 어떤 길이 ….해?
Which one is~ ? 어떤 게 …해?
Which one of ~ is~ ? …들 중 누가 …해?

PATTERN 10

PATTERN 13
PATTERN 06 not

at a time~

at a time 한번에
one at a time 한번에 하나씩, 차례로
at one time 한때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PATTERN 12
PATTERN 05

지금까지

CHAPTER

PATTERN 09

by the way

by the way 그런데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고 있는 한
as for …로서는, …에 관해서는
while you’re at it 그것을 하는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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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23

in trouble

not A until B B해서야 비로소 A하다
in trouble 곤경에 처해, 고장나서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in the future 가까운 시일에, 앞으로
PATTERN 24

on one’s way

on one’s way …가 오는 중인
in the meantime 그동안, 그러는 사이
as usual 여느 때처럼
in some ways 어떤 점에서는
PATTERN 25

at any moment

on time 정각에, 시간대로
in time 때 맞춰, 조만간
at all times 언제든지
at any moment 당장에라도, 언제 어느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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