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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How do 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Sam 

And I'm Sam. Hello, everybody. 

Bolam 

오늘은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표현 몇가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부탁하는지 한 번 맞춰보세요. 

Can I sit here, please? 

Could I sit here, please? 

Do you mind if I sit here? 

Bolam 

네, 각 질문에서 'sit' 앉아도 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Sam,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Sam 

Yes! The first speaker used the verb ‘can’. This is very common for making requests. 

Bolam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의문문이니까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 잊지마세요! 그러니까 'I 

can' 이 아니라 'can I' 이렇게 시작해야겠죠? 

Can I sit here please? 

Sam 

So you can use this to make many different requests. Like this: 

Can I spea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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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I can 뒤에 질문에서 썼던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Sam 

It's often polite to say 'please', too. Now, let’s quickly practise the pronunciation together! 

Repeat after me: 

'Can' 

'Can I' 

'Can I sit here please?' 

Sam 

OK, great! So now let's look at another way to make a request – we also heard 'could I..?' 

We can use this in the same way as 'can I?' But 'could' is more polite than 'can'. 

Bolam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ould I' 는 'can I' 보다 조금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발음을 한 번 

연습해볼까요? 

Sam 

'Could' 

'Could I sit here, please?' 

Bolam 

네. 한가지 표현이 더 있었죠? 이 표현은 좀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Sam 

Yes, so we also heard 'Do you mind if I…?' Let's listen again. 

Do you mind if I sit here? 

Bolam 

네. 만약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거나 부탁하고 싶다면 'do you mind if I...?'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동사가 오겠죠? 의문문이니까 마지막에 음을 올리는 것도 잊지마세요. 

Sam 

Yes, let's practise that quickly: 

Do you mind i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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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ou can follow it with any request. 

Bolam 

네. 만약 창문을 열고 싶은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으면… 

Do you mind if I open a window? 

Bolam 

오늘은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가지 표현을 배웠죠? 한 번 연습해 볼게요. Sam 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펜을 잃어버려서 친구에게 빌리고 싶다면 친구에게 

뭐라고 부탁해야 될까요? 영어로 빌리다는 'Borrow' 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니 너무 

정중할 필요는 없어요. 

Sam 

Can I borrow your pen, please? 

Bolam 

Did you say the same? 

이제 직장 상사에게 집에 일찍 가도 되는지 한 번 물어볼까요? 여기서는 정중하게 말해야하니까 

'could'를 사용해보세요. 

Sam 

Could I go home early, please? 

Bolam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전화를 해야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여기서는 아주 정중해야하니까 'mind'를 사용해볼게요. 

Sam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Ok, so now you know how to ask to do things in English – find a friend and ask them if you 

can borrow something! 

Bolam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시간에 How do I 에서 또 만나요. 바이! 

Sam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