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강) Business English 비즈니스 영어 Season 1 
Part 6 회의할 때 쓰는 표현 - 회의 중에 쓰는 표현 
Business meetings - During/After the Meeting 
 
- 시작하기 Getting Started  
 
If everyone is situated… 다들 준비들 되셨으면, 
… I’d like to go ahead and get started now (if we can). (가능하면)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 Let’s get started. 시작하도록 하지요. 
* situated 대신 당연히 ready를 쓰셔도 됩니다. / I want to ~ 를 쓰고 싶으실 때, I’d like to ~를 써보도록 
해보세요. 
 
What’s the first order of business? 첫번째 안건이 무엇인가요? 
What’s first on the agenda for today? 오늘 안건 중에 첫번째가 무엇인가요? 
* agenda - 의제[안건] (목록) / What the first agenda for today? (x) 이런 식으로 agenda를 아젠다 안의 한 
항목처럼 쓰시면 안됩니다. agenda는 의제가 모인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gen에 강세가 있습니다. 
What’s the first item on today’s agenda? 오늘 안건 중에 첫번째 항목이 무엇인가요? 
 
Who’s up first today? 오늘 첫번째 누가 하는거죠? 
Who will be speaking/presenting first today? 오늘 누가 처음으로 발언/발표하는거죠? 
* present는 동사일 때 sen에 강세가 있습니다. 
Who(m) will we be hearing from first today? 오늘 누구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거죠? 
 
We’ll be hearing from the marketing division first, followed by accounting. 마케팅 부문 발언을 먼저 듣고, 
회계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followed by ~ - 직후에 ~가 이어지다, 뒤이어, 잇달아 / take turns - 교대로[(차례대로) 돌아가며] (~을) 
하다 
We still haven’t heard from ~ ~ 발언을 듣지 못했군요. 
 
Mr. Kim from accounting will be kicking things off today. 회계부의 김부장님을 처음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kick off - 시작하다, 시작되다 
Let’s give him a warm welcome!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I’ll get the ball rolling.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뒤에 by ~ing를 써서, ~를 함으로써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Thanks for being here everyone.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guys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everyone으로 하셔야 보다 정중합니다.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s to be here.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keep it short. / Let’s keep it short.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짧게 하도록 하죠. 
* I’ll keep it short and sweet. 이라고 뒤에 and sweet을 넣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Let’s all try to keep our remarks short, so we can finish up early today. 다들 발언을 짧게 하도록 해주세요. 
오늘 일찍 마칠 수 있게죠. 
 
Please hold all your comments till the end of each presentation. 각 발표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urn your attention to the video screen/to your monitors/to the materials we’ve passed out/page 
45. 비디오 스크린에/여러분들의 모니터에/나눠드린 자료/45페이지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봐주시길 바랍니다.). 
* 45페이지를 page 45라고 하셔야지, 45 page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45 pages라고 하면 45개의 페이지, 
45쪽이 됩니다. 
 
Please give your undivided attention to each presenter. 각 발표자들에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undivided attention - 전념, 전심 / full attention이라고도 합니다. / presenter- 발표자 
 
 
 
 
- 질문하기 Raising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I’d like to ask a question if I may. 괜찮으시다면,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 if I may가 붙어서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I’d appreciate some (more) clarification on ~ ~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Page 14 - 14 페이지 / Slide 10 - 10번 슬라이드 / Table 4 - 표 4 / Chart 3 - 차트 3 / These statistics 이 통계들 
(statistics를 줄여서 stats라고 하기도 합니다.) / How you reached that conclusion. 해당 결론에 
도달하게된 경위 / The methods you used to arrive at these numbers. 이 숫자들을 어떻게 얻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들 
 
I’m not trying to be confrontational here but… 제가 대립되는 입장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 confrontational - 대립을 일삼는 
 
  



	

	

- 의견 진술하기 Stating your Opinion 
 
We’re with you 100 percent. 저희는 귀하의 말씀에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We’re in complete agreement. 저희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I think we’re mostly in agreement. 저희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같습니다. 
I agree with most of you said but…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I agree with you on the issue of A,  but I’m not sure we see eye to eye on B. ~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과 
동의하지만, ~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on the issue of ~ - ~ 문제에 대해서는 / see eye to eye (about/on ~)- (~에 대하여) 남과 의견이 일치하다 / 
A에 들어갈 표현 taxes/payments/reductions/layoffs - 세금/지불/축소(삭감)/해고 / B에 들어갈 표현 - 
office politics/executive decisions/marketing strategy - 사내 정치/경영상의 결정/마케팅 전략 
 
I think we may not be on the same page here.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같은 것 
같지 않습니다. 
I think you may have overlooked some things. 제 생각에는 몇가지 사항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 may have + p.p. - ~일지도 모르다. 
 
I’m afraid I can’t agree with you on the ~ issue. 죄송하지만 ~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I don’t see it that way.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From our vantage point, that’s just not the way it is. 우리 시각에서 보기에는,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from a vantage point - ~ 관점에서 
 
How about looking at things from a different angle/perspective? 우리 다른 각도/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 perspective - 관점, 시각 
 
I think we may have to agree to disagree. 제 생각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할 것 같네요. 
* 서로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할 때 마무리 하는 표현입니다. / Let’s just 
agree to disagree. 그냥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죠. - 미드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 알아두세요. 
 
I can meet you halfway. 저는 (중간쯤에서) 타협할 수 있어요. 
* meet halfway - ~와 타협[절충]하다, 서로 양보하다. (= compromise) 
You’ll have to meet me halfway on this. 이건 관련해서는 타협해주셔야 합니다. 
We’ll have to compromise. 우리 양보해야 해요. 
I’m glad that we were able to reach a compromise. 저는 우리가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어서 기쁩니다. 
 
  



	

	

- 마무리하기 Wrapping Things Up 
 
If no one has anything to add, we’ll go ahead and finish up. 더 하실 말씀 아무도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finish up - 끝내다 
I think we’ve covered everything on the agenda. 제 생각에는 아젠다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룬 것 
같군요. 
* cover - 다루다 
Well, it looks like it’s time to start wrapping things up.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시작해야할 시간 같군요. 
* wrap up - (합의·회의 등을) 마무리짓다 
 
To recap what we’ve discussed today…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요약하자면… 
* recap - (이미 한 말· 결정 사항 등의) 개요를 말하다 / 원래는 recapitulate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줄여서 
잘 씁니다. 
I’ll go ahead and sum up what we’ve covered today… 제가 오늘 다룬 내용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sum up - 요약하다 
 
Thanks again for being here.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 think we had a productive meeting today.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던 것 같네요. 
* productive - 결실 있는, 생산적인 
 
I’ll follow up with you soon. 제가 곧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follow up - 덧붙이다, 후속조치를 하다 / 어떤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거나,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