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회화 패턴 100 
100 Basic patterns for beg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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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 you done with…?   당신은 ...은 끝냈어요?/ ...은 다 했어요? 
Are you done with the book? 그 책 (읽는거/쓰는거) 다 끝냈어요? 
Are you done with your breakfast/meal? 아침 식사/식사는 끝냈어요? 
Are you done with the movie? 그 영화는 끝냈어요? 
Are you really done with him/her? 그/그녀와 정말로 끝난거야? 
 
2. Are you going to…?   당신은 ...할거에요? 
* Are you gonna…? 라고도 합니다. 
Are you going to be my friend? 내 친구가 되어 줄거에요? 
Are you going to study tonight? 오늘밤 공부할거에요? 
Are you going to be at the party tonight? 오늘밤 파티에 갈거에요? 
* tonight에 i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to가 약하게 ‘두' 정도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3. Are you ready to/for…?   당신은 ...할 준비 됐어요? 
Are you ready for the weekend? 주말 준비 됐어요? 
Are you ready to wake up? 일어날 준비 됐어요? 
Are you ready to go home? 집에 갈 준비 됐어요? 
* home은 ‘집으로'라는 뜻의 부사이므로,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go home이라고 합니다. 
Are you ready to go/leave? 떠날 준비 됐어요? 
* ready to 에서 to가 약하게 발음될 경우가 있습니다. 
 
4. Are you sure (that)…?   당신은 ...라는 게 확실해요? 
Are you sure that you saw him? 당신이 그를 본 게 확실해요? 
Are you sure you want to go to the movie? 당신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게 확실해요? 
* the 대신 that을 쓰면 ‘그'가 강조가 됩니다. 
Are you sure that he knows you're coming over? 당신이 올 거라는 걸 그가 아는 게 확실해요? 
* over의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Are you sure about that? 그거 확실해?  
 
5. Can I ask you…?   제가 ...물어봐도/요청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for help? 제가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to hold this for me? 절 위해 이것을 잡아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 이것 좀 
잡아주시겠어요?) 
* Can 대신 May를 쓰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끝에 please를 붙여도 정중해집니다. 
 
 
 
 
 



	

	

6. Can I get you…?   ... 가져다 드릴까요?/ ... 좀 드릴까요? 
Can I get you a drink? 음료수 좀 드릴까요?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some soup? 수프 좀 드릴까요? 
Can I get you a blanket? 담요 가져다 드릴까요? 
What can I get you? 뭐 드릴까요?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 
Can I get you something? 내가 뭐 가져다/사다 줄까? 
 
7. Can I have…?   ... 좀 주시겠어요? 
* Can I get a…? 를 쓰기도 합니다. 
Can I have a hamburger? 햄버거 좀 줄래요? 
Can I have a drink of water? 물 한 잔 주시겠어요? 
* drink 대신 glass/bottle(잔/병) 등을 써도 됩니다. 
Can I have five dollars? 5달러 좀 주시겠어요? 
 
8. Can I take…?   ...해 드릴까요?/ ...을 해도 될까요? 
Can I take your coat? 코트 받아 드릴까요? 
* coat에서 ‘오우' 발음을 해야 하는 것 유의. 
Can I take your order? 주문 받아도 될까요? 
* Can 대신 May를 쓰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Can I take your dog for a walk? 당신 강아지를 산책시켜도 될까요? 
Can I take your car for a spin? 제가 당신 차 한번 운전해봐도 될까요? 
 
9. Can you bring…?   ... 좀 가져다 줄래요?/ ...을 데려와 줄래요? 
Can you bring me a drink? 음료수 좀 가져다 주실래요? 
Can you bring a pie? (파티에) 파이 가지고 오실래요? 
Can you bring me a pie? 파이 저한테 가져다 주실래요? 
Can you bring your sister? 당신 여동생을 데려와 줄래요? 
Can you bring beer to the party? BYOB! 파티에 맥주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BYOB 파티에요! 
* 정중하게 할 때 주어가 you일 때는 May를 쓰면 어색합니다. 
* BYOB - Bring Your Own Bottle/Booze/Beer 자기 술은 자기가 가지고 오는 파티 
 
10. Can you explain why…?   왜 ...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Can you explain why the grass is green? 왜 잔디가 초록색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Can you explain why the sky is blue? 왜 하늘이 파란지 설명해주시겠어요? 
Can you explain why you said that?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Can you explain why you did that (to me)? 왜 그런 짓을 (나한테) 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