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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핵심 패턴 요약집

001

I like V-ing.
저는 동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 Pattern은 동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에 뒤에 복수형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I like watching movies.’와 같이 표현해야 하며 ‘I like watching a
movie.’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EX

I like watching movies.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 I like going to parks. 저는 공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reading books.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002

I was busy V-ing.
동사하느라 바빴습니다.

흔히 ‘동사ing’가 아닌 ‘to+동사’ 형태를 사용하지만, ‘하느라 바빴다’고 할 때는 ‘동사ing’ 형태가 와야 합니다. to
가 사용되는 경우는 ‘I was too busy to go there.’ ‘그곳에 가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즉, ‘너무 바빠서 그곳에
가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 was busy working on that day. 그날 저는 일하느라 바빴어요.
I was busy working on something very important. 저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003

such a/an
(강조의 의미로) 정말이지

Such a/an+형용사+명사 형태로 사용이 되며 여기에서 ‘such a/an’는 ‘정말이지’라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t was such a boring lecture. 정말이지 지루한 강의였습니다. | We had such a great trip. 정말이지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She is such a kind woman. 그녀는 정말이지 친절한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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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I’ve been to ~.
~에 가본적이 있다.

‘어디에 가본적이 있다’고 할 때는 ’I’ve been to~’라고 표현합니다. 단 last year, yesterday 등 특정시점을 나타
낼 때는 과거형을 사용하여 ‘I went to New York when I was in high school.’과 같이 사용합니다.
EX

005

I’ve been to China. 저는 중국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 I’ve been to the US three times. 저는 미국에 3번 가보았습니다.

I was supposed to ~.
나는 ~하기로 되어있었다.

Be supposed to~는 ‘~하기로 되어있다’는 의미로, 오픽에서는 주로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또한 Pattern에서는
‘I’를 사용하지만 ‘It’이 주어로 오기도 합니다.
EX

I was supposed to drop by the store the next day. 저는 다음날 그 가게에 들르도록 되어있었어요.
It was supposed to rain that day, but it didn’t. 그 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006

It was worth ~.
~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It was worth~’는 ‘~의 가치가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worth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또
한 be동사 없이 사용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EX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I spent. 제가 쓴 시간과 돈의 값어치를 했어요.
It cost more but it was worth it. 비용은 더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007

A brought B to a halt.
A가 B를 정지시켰다. / A가 B를 멈추게 했다.

Halt는 ‘멈춤, 중단’의 의미입니다. Grinding halt는 ‘끼익하고 멈추는 것’으로 ‘The car came to a grinding
halt.’하면 ‘차가 끼익하고 멈추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halt는 bring과 함께 사용되어 ‘~을 정지시키
다,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Heavy snowfalls brought traffic to a halt. 폭설이 교통정체를 일으켰다.
I brought my car to a halt. 내 차를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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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Look forward to ~.
~을 기다린다. / ~을 기대하다.

흔히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오기에 look forward to 다음에 원형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 하지만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EX

Each year, people in Korea look forward to Seollal. 매년 한국 사람들은 설날을 기다립니다.
I was looking forward to a relaxing summer break. 여유로운 방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009

I used to ~.
~하곤 했다.

I used to는 ‘~하곤 했다’는 의미로 오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단, I am used to는 ‘~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

I used to live in Busan. 저는 부산에 살곤 하였습니다. | I am used to living in Busan. 저는 부산 사는데 익숙합니다.
(be used to 의 to 는 전치사로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010

Make someone + V
누군가를 동사하게 하다.

Make는 사역동사로 to를 넣지 않습니다. 즉, ‘She made me to study.’가 아닌 ‘She made me study.’로 표
현하면 됩니다.
EX

My father made me study. 아버지께서 나를 공부하게 만드셨습니다.
Tough times made me grow. 힘든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011

Be in one’s 20s / 30s / 40s
20대 / 30대 / 40대 입니다.

20대, 30대, 40대등은 소유격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I’m in 30s.’가 아니라 ’I’m in my 30s.’와 같이 표현해
야 하며 be동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She is in her 40s. 그녀는 40대입니다. | I was in my 20s. 저는 20대였습니다.
When I was in my 20s, I was very active in all kinds of sports. 제가 20대였을 때에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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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An impulsive buy
충동구매

Impulsive는 ‘충동적인’이라는 의미로 충동적인 구매는 ‘an impulsive buy’,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은 ‘an
impulsive buyer’로 표현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할 때에는 o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
합니다.
EX

It was an impulsive buy. 충동구매였어요. | I made an impulsive buy on a mattress. 메트리스를 충동구매를 했어요.
I made an impulsive buy on a ticket to New York. 뉴욕 행 티켓을 충동 구매했어요.

013

Be 거리 / 시간 away from~
~로부터

만큼의 거리인/ ~로부터

시간이 걸리는

오픽에서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필수입니다. be동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
세요.
EX

It’s only 10 steps away from my office building. 저희 회사 건물에서 10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My grandparents live only 3 blocks away from my place. 저희 조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세요.

014

Had a hard time V-ing.
동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 동사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픽에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특히 고득점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과거
얘기를 할 때 had가 아닌 have를 사용하는 시제적인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

I had a hard time finding the restaurant. 식당을 찾느라 고생했어요.
I had a hard time learning how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느라 고생했어요.

015

Ran into someone
(누군가)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Ran into someone은 ‘run into someone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다’의 과거형으로 someone과 같이 사람
이 아닌 어떠한 상태나 곤경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

I ran into my friend at the movie theater. 영화관에서 제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I ran into my uncle on my way to work. 회사로 가는 길에 삼촌을 우연히 만났어요.
We ran into a snow storm. 우리는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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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I became interested in ~ when I was
제가

years old.

살 때 ~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ecome interested in~’은 ‘~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의 의미로 오픽에서는 주로 과거시제인 became을 사용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in은 전치사로 다음에 명사만 오게 됩니다. 따라서 동사를 넣고자 할 때에는 –ing를 붙
여 동명사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EX

I became interested in the Internet when I was 13 years old. 제가 13살 때 인터넷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I became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when I was in high school.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축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017

I had a negative impression of ~.
~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mpression은 ‘인상’이라는 의미로 첫인상은 ‘first impression’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의 pattern인 had a
negative impression은 good 또는 positive를 사용하여 좋은 또는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EX

I had a negative impression of him. 저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 had a negative impression of internet surfing. 저는 인터넷 서핑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18

I try not to ~.
~하지 않도록 노력하다.

‘Try to~’는 ‘~하도록 노력하다’의 의미이며 반대의 의미로 ‘~하지 않도록 하다’는 ‘try not to~’로 표현합니다. ‘I
don’t try to~’는 ‘~하도록 노력하지 않다’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니 주의해주세요.
EX

I try not to eat too much. 저는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talk too much.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019

~ is definitely the most popular / famous
~는 단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these days.

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사용할 수 있는 Pattern입니다. Definitely는 ‘단연, 정말이지,
분명히’와 같이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며 ‘certainly’를 대신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X

She is definitely the most famous female artist these days. 그녀는 단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아티스트 입니다.
T express is definitely the most popular ride these days. T 익스프레스는 단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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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The best part about ~ is that ~.
~의 가장 좋은 점은

‘The best part about~’은 ‘~의 가장 좋은 점은’ 또는 ‘~의 가장 큰 장점은’의 의미로 오픽에서 장점을 묻는 질문
또는 비교를 하는 질문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About은 전치사로 다음에 surf나 live와 같은
동사를 넣고자 할 때에는 –ing를 붙여 동명사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EX

The best part about surfing the internet is that you can find anything.
인터넷서핑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best part about living in a big city is that there are so many places to eat and drink.
큰 도시에 살면 가장 좋은 점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021

It is walking distance from

.

~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픽에서 좋아하는 장소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Walking을 working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가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EX

It’s walking distance from my place.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It’s walking distance from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022

That is why ~.
그것이 바로 ~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because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That’s why는 특정한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을 다음에 말하게 됩니다.
EX

That’s why I prefer reading books to watching movies. 그것이 바로 제가 영화 보는 것 보다 책 읽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That’s why I don’t like Mondays. 그것이 바로 제가 월요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023

Teach 사람 how to-V.
어떻게 동사하는지 사람에게 가르치다.

오픽에서는 처음 누가 ~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부분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됨으로 taught(과거시제)로 Pattern 연습을 해주세요.
EX

My brother taught me how to ride a bike. 저희 오빠가 저에게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My mother taught me how to cook.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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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Avoid V-ing 또는 N.
동사하는 것을 피하다.

Avoid 동사ing는 ‘동사하는 것을 피하다’는 의미로 ‘to 동사’형이 아닌 ‘동사ing’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EX

We should avoid eating greasy good. 우리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I try to avoid caffeine. 저는 카페인을 피하려고 합니다.

025

It’s perfect weather to ~.
~하기 완벽한 날씨입니다.

오픽에서 고득점을 공략하는 경우 /p/ 발음과 /f/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Perfect 발음을 할
때에 /f/ 발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t is perfect weather to enjoy outdoor activities. 야외활동을 즐기기 완벽한 날씨입니다.
I was perfect weather to go on a picnic. 소풍을 가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026

Waste one’s time V-ing
동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다.

‘Waste one’s time 동사ing’는 ‘동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waste one’s time on
something’ 형태로 ‘명사에 시간을 낭비하다’ 의미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waiting in line.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I didn’t want to waste my time doing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I wasted my time on that. 저는 그 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027

Can’t decide whether to-V or not.
동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 없다.

오픽에서는 주로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couldn’t decide whether to 동사 or not’, ‘무엇인가 할지 안 할지 결정
을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or not’ 대신에 다른 옵션을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

I couldn’t decide whether to take the risk or not. 위험을 무릅써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decide whether to ski or snowboard. 스키를 탈지 스노우보드를 탈지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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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Find time to ~.
~할 시간을 내다.

‘시간을 내다’라는 표현에서 ‘내다’라는 의미는 동사 ‘find’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nd의 과거 형은
found로 불규칙동사이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

I couldn’t find time to call my mother. 어머니에게 전화할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I can’t find time to work out during the week. 주중에는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029

The most important thing I consider is ~.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입니다.

Consider[kən|sɪdə(r)]은 ‘고려하다’는 의미로 발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mportant 에서 /f/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많으니 고득점 공략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EX

The most important thing I consider is price.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 consider is cleanliness.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결함입니다.

030

See 사람 V-ing
동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 ‘사람’자리에는 many people, him, her, the man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see의 과거형은 saw, 과거분사형은 seen으로 불규칙 동사이니 이 점도 주의해주세요.
EX

I’ve seen many people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I could see many people strolling and shopping. 거닐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I saw him talking to my brother. 그가 저의 오빠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031

Whenever I get stressed out, I usually ~.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저는 주로~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는 ‘get stressed out’ 또는 ‘be stressed ou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I am under a
lot of stress these days.’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

Whenever I get stressed out, I usually go to the gym and run on the treadmill.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저는 주로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에서 뜁니다.
Whenever I get stressed out, I usually go home and sleep.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저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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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My favorite childhood memory was ~.
제 어렸을 적 가장 좋은 기억은 ~이었습니다.

오픽에서는 ‘when you were a child’-‘당신이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여행지, 어렸을 적 살았던 집 등 과거에 관
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be동사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e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형태가 오지 않
도록 주의해주세요.
EX

My favorite childhood memory was joining the soccer club at school.
제 어렸을 적 가장 좋은 기억은 학교 축구클럽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My favorite childhood memory was when I learned how to ride my bicycle without training wheel.
제 어렸을 적 가장 좋은 기억은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입니다.

033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when I ~.
저는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교통수단과 관련된 돌발질문도 출제가 되지만 다른 주제와 관련된 문항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대중
교통 public transportation는 동사 take 와 함께 사용되며 bus, subway, cab 등도 take를 사용하여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택시를 타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EX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when I go to school. 저는 학교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when I go to work. 저는 회사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034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
저는 항상 ~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있는 것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완료형을 사용하게 됩
니다. 오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구문이니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며 연습을 해주세요.
EX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저는 항상 영어공부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cooking because my mom is a great cook.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요리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35

It’s usually my wife who decides what to ~.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은 주로 저희 아내입니다.

패턴에서는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과거시제로 응용하여 ‘~하자고 정한 것이 누구였다’
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It’s usually my wife who decides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것은 주로 저희 아내입니다.
It’s usually my wife who decides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은 주로 저희 아내입니다.
It was my mother who decided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정한 것은 어머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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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I had to go to ~ recently.
최근에 ~에 갔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경험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Recently’는 ‘최근에’라는 의미로 발음[|ri:sntli]에 주의해주세요.
EX

I had to go to the dental clinic recently. 최근에 치과에 갔었어야 했습니다.
I had to go to the hair salon recently. 최근에 미용실에 갔어야 했습니다.

037

It’s great to have ~ as company.
~와 함께 있는 것은 좋습니다.

Company는 주로 회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음’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EX

We both like action movies, so it’s always great to have him as company.
우리 둘 모두 액션영화를 좋아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It was great to have him as company.
그와 함께 하여 좋았습니다.

038

I tend to favor A rather than B.
저는 B보다는 A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픽에서는 비교문제로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이때 ‘B보다 A를 선호하다’는 ‘Prefer
A to B’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tend
to favor A rather than B’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X

I tend to favor reading newspapers rather than looking into a monitor.
저는 모니터를 보는 것 보다는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 tend to favor watching movies rather than reading books.
저는 책을 읽는 것 보다는 영화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39

I’ve really gotten into ~ these days.
저는 요즘 ~에 푹 빠져있습니다.

‘I’ve really gotten into ~’는 ‘~에 푹 빠져있다’는 의미로 into 다음에는 명사 형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축구
를 하다’, ‘play soccer’가 오기 위해서는 –ing를 붙여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EX

I’ve really gotten into online stock trading these days. 저는 요즘 온라인 주식거래에 푹 빠져있습니다.
I’ve really gotten into playing tennis these days. 저는 요즘 테니스에 푹 빠져있습니다.

10

OPIc •핵심 패턴 요약집 100

www.talkerbe.co.kr

040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dislike about ~.
~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dislike’는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like의 반대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like about ~’은 ‘~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dislike about my neighborhood. 저희 동네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dislike about this bank. 이 은행에 대해 제가 싫어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041

I personally prefer ~.
저는 개인적으로 ~을 선호합니다.

Prefer(선호하다)는 ‘I prefer A to B’로 ‘나는 B보다 A를 선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오픽에서 고득
점을 공략하시는 분들(IM3이상) 은 /p/ 발음과 /f/ 발음을 정확히 발음하도록 연습해주셔야 합니다.
EX

I personally prefer Korean food to Japanese food. 저는 개인적으로 일식보다 한식을 선호해요.
I personally prefer small cars for fuel efficiency. 저는 연료 효율성 때문에 작은 차를 선호합니다.

042

~ is the time of year that
~는

.

한 시기이다.

돌발질문 주제인 날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people 대신 most people,
most Koreans, most Seoulites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

Spring is the time of year that people start spring cleaning. 봄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Summer is the time of year that people enjoy outdoor activities. 여름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기이다.

043

I am used to ~.
나는 ~하는 것에 익숙해요.

‘be used to’는 ~에 익숙하다는 의미로 ‘to’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to 다음에는 명사, 동명사 형태가 와야 하므
로 동사원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요.
I am used to living in Seoul. 저는 서울 사는 것에 익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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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You do not need to spend much money on ~.
~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에’의 의미로 ‘on’을 사용합니다. ‘on’ 다음에는 명사/동명사 형태가
오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money 대신 time을 사용하면 ‘~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

You do not need to spend much money on it. 그것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 not need to spend much time on researching. 리서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045

There are some simple tips for ~.
~를 위한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There+be동사+명사’는 ‘명사가 있다/있었다’는 의미로 명사가 단수면 is/was, 복수면 are/were 이 오게 됩니
다. ‘There have ~’는 완료시제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니 ‘There+have+명사’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There are some simple tips for this dish. 이 요리를 위한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simple tips for staying in shape.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046

Are you good at

?

~을/를 잘하시나요?

‘I am good at~’는 ‘나는 ~을/를 잘해요’라는 의미로 의문문, 부정문, 과거시제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

I am good at cooking. 나는 요리를 잘해요. | Are you good at remembering faces? 얼굴을 잘 기억하시나요?
I was good at dishwashing. 저는 설거지를 잘했었어요.

047

Do you know anyone who ~?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있나요?

오픽 롤플레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문문 Pattern입니다. ‘Do you know anyone who~?’에서 who는
앞의 anyone을 받으므로 그 다음에는 3인칭 단수 현재의 동사가 오게 됩니다.
EX

Do you know anyone who has a sweet tooth? 아는 사람 중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Do you know anyone who is healthy? 아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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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I ate/had a

of

.

저는 ~을 먹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도 단위를 사용해서 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

I had a piece of cake. 저는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어요. | I ate a handful of peanuts. 저는 땅콩 한줌을 먹었어요.
I bring a bottle of water. 저는 물 한 병을 가져갑니다.

049

My ~ gave me excellent advice.
저희 ~가 좋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픽의 문제상황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주었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give’의 과거는 ‘gave’로
Speaking에서 알고는 있지만 흔히 실수하는 동사입니다.
EX

My father gave me excellent advice. 저희 아버지가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My priest gave me excellent advice. 저희 목사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050

My father and mother ~.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세요.

가족을 묘사하는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my father and I’와 같이 주어에 ‘I’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my mother and I’, ‘my father and I’, ‘my family and I’와 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말하고 ‘I’를 넣도록 합
니다.
EX

My father and mother get along well.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My father and mother argue a lot.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자주 다투세요.

051

It was my first time ~.
처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경험에 대한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first time 동사ing’, ‘~first time to 동사’ 형태로 모두 표
현할 수 있습니다. ‘It’s my first time taking the OPIc test.’ ‘저 오픽 시험 처음 보는 거예요.’도 가능하겠죠?
EX

It was my first time seeing a celebrity. 처음으로 유명인을 봤어요.
It was my first time trying Indian food.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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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The

I usually go to is located in ~.
제가 자주 가는

는 ~에 위치해있습니다.

자주 가는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은 ‘The place I often go to’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기본 패턴은 ‘The device
I often use’,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기’와 같이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

The movie theater I usually go to is located in Jamsil. 제가 자주 가는 영화관은 잠실에 위치해있습니다.
The bank I usually go to is located in Jamsil. 제가 자주 가는 은행은 잠실에 위치해있습니다.

053

I have no preference for any particular ~.
특별히 선호하는 ~는 없습니다.

Prefer /프리~/은 ‘~을 선호하다’라는 동사이며 preference /프뤠~/는 명사형태로 사용되어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음이 다르므로 주의해주세요.
EX

I have no preference for any particular food. 저는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I have no preference for any particular genre of music. 저는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의 음악은 없습니다.

054

I got into ~.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be into~’은 ‘~에 빠져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get 동사를 활용하면 ‘~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
게 됩니다. ‘I am into action movies these days.’-‘저는 요즘 액션영화에 빠져있습니다.’ ‘I got into action
movies because of him.’ - ‘저는 그 때문에 액션영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

I got into action movies when I was in high school. 저는 고등학교 때 액션 영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This is how I got into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음악감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055

I am crazy about ~.
~을 너무 좋아합니다. / ~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be crazy about ~’은 ‘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be not too crazy about~’은 ‘~을 그
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 like bike riding, but I am not too crazy
about it.
EX

I am crazy about horse riding. 저는 승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I am not too crazy about him.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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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I take ~.
저는 ~을/를 듣습니다 / 저는 ~을/를 복용합니다.

Take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중 오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미로는 ➊ (누군가를)~로 데려가다, ➋ (약)
등을 복용하다, ➌ (수업, 강의)를 듣다, ➍ (택시나 버스등)을 타다가 있습니다.
EX

057

I take an English class. 저는 영어수업을 듣습니다. | I took some medicine. 저는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 about
약

years ago.

년 전에 ~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become은 불규칙 동사로
과거 형은 became 입니다. 특히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문제(처음경험, 최근 경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등) 에
서는 시제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치사 ‘in’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ing(동명사)’ 가 오게 됩니다.
EX

I first because interested in music about 5 years ago. 약 5년 전에 음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I first because interested in singing about 10 years ago. 약 10년 전에 노래하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58

It’s always great to ~.
~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평소에 하는 활동을 얘기하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완료형으로 사용하여 ‘It has been always
great to~’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t has been always great to travel with my family.
EX

It’s always great to spend time with her.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It’s always great to ride a bike along the Han River.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059

I tried to ~.
저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 tried to ~’는 ‘~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로 /tr/은 /트/가 아닌 /츄/로 발음해주세요. 또한 ➊ I didn’t try to ~
➋ I tried not to ~는 다르게 해석되니 주의해주세요. ‘I didn’t try to ~’는 ‘~하려는 시도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았
다’이며 ‘I tried not to~’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 tried to get there on time. 저는 정시에 도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 tried not to cry.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5

OPIc •핵심 패턴 요약집 100

www.talkerbe.co.kr

060

I got used to ~.
~하는 것에 익숙해 졌습니다.

‘used to’는 ‘~하곤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get used to’는 ~에 익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used to’의
‘to’는 to부정사의 ‘to이지만 ‘get used to’의 ‘to’는 전치사 ‘to’로 그 뒤에는 명사 또는 동사ing(동명사)가 오게됩
니다.
EX

I got used to working overtime. 초과 근무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I got used to getting up early.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061

I decided to buy it because ~.
~때문에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 to는 ‘~을 하기로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오픽의 과거경험을 묘사하는 문제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입니
다. 과거로 사용되어 decided to로 사용될 때에는 연음 처리되어 /디싸이릿~/과 같이 발음되니 /디싸이디드투/
와 같이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decided to buy it because it looked good.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I decide to buy it because all the reviews were positive. 모든 리뷰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062

By the time ~
~할 무렵에

오픽에서 최근 경험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한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순서대로 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니 다양하게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EX

By the time I got home, I was soaking wet. 집에 도착할 무렵에 저는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By the time I got the movie theater, I realized I left my wallet at home. 영화관에 도착할 무렵에 저는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발견했어요.

063

I was a ~ leaner.
저는 ~하게 배웠어요. / 학습속도가 빨랐어요.

영어에서 사람특징을 얘기할 때 –er형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은 얘기를 잘 들어준
다’라고 할 때에도 ‘He is a good listener.’이라고 표현합니다.
EX

I was a fast learner. 저는 빠르게 배웠어요. / 저는 빠르게 익혔어요
I was a slow learner. 저는 느리게 배웠어요. / 저는 배우는 게 느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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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The main reason I like it is that ~.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입니다.

‘The main reason I like ~ is that’ 와 같이 이유를 얘기하는 문장에서는 ‘the reason why’ 와 같이 잘못 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reason’(o), ‘the reason why’(x)이니 주의해주세요.
EX

The main reason I like it is that I can just relax and enjoy my vacation at my own home.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집에서 쉬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The main reason I like it is that it doesn’t cost any money.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65

I know it sounds a little ~.
~하게 들린다는 것 저도 압니다.

오픽에서 평소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formal한 표현은 아니지만
casual하게 이야기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 sounds like~’에서 –s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know it sounds a little boring. 지루하게 들린다는 것 저도 압니다.
I know it sounds a little weird.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저도 압니다.

066

There’s nothing better than ~.
~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며 덧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Than은 전치사이므로 다음에 명사형태가 오게 됩
니다. 따라서 동사를 사용할 때는 동사ing(동명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EX

There’s nothing better than relaxing at home.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There’s nothing better than having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067

It’s famous for ~.
그것(그곳)은 ~로 유명합니다.

Famous는 ‘유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오픽에서는 /f/발음을 /p/발음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
득점 IM3이상 공략하시는 분들은 /p/와 /f/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EX

It’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and breathtaking skylines and views.
그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놀라운 스카이라인과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It’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coastline, and beaches.
그곳은 아름다운 경치, 해안선,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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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I’ve been there
~한 뒤로 그곳에

since ~.
번 가보았습니다.

I’ve been there은 ‘그곳에 가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단, ‘I’ve been there 2 years ago’(x)에서 ago와 같이 과
거시제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쓰이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EX

I’ve been there 3 times since I watched it on TV. TV에서 본 뒤로 그곳에 3번 가보았습니다.
I’ve been there more than 50 times since it opened in 2002. 저는 2002년도에 그곳이 개업한 후로 그곳에 50번 넘게 가
보았습니다.

069

I usually go ~on the weekend.
저는 주로 주말에 ~을 갑니다.

‘on the weekend’는 ‘주말에’이며 ‘on weekends’는 ‘주말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는 오
픽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표현의 차이는 기억해주세요.
EX

I usually go jogging on the weekend. 저는 주로 주말에 조깅을 갑니다.
I usually go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저는 주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070

~ has many benefits as well as many drawbacks.
~는 많은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Using online service’, ‘living in big cities’와 같이 주어 자리에는 동명사가 나옵니다. To 부정사는 문법적으
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어가 동명사인 경우 3인칭 단수로 취급하여 현재시제의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여야 합니다.
EX

Using online services has many benefits as well as many drawbacks.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Living in big cities has many benefits as well as many drawbacks.
큰 도시에 사는 것은 많은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071

I have a friend who is a huge fan of 좋아하는 것.
저는

을/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I have a friend who~’는 ‘나는 ~한 친구가 한 명 있다’는 의
미로 뒤에 현재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s’, ‘-es’를 붙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I have a friend who likes
reading books.)
EX

I have a friend who is a huge fan of action movies. 저는 액션영화를 열렬히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I have a friend who is a vegetarian. 저는 채식주의자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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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I highly recommend that you 권하는 것.
저는 ~을/를 강력히 권합니다.

좋아하는 여가, 취미,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추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ighly’ 대신 ‘strongly’, ‘definitely’, ‘especially’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I highly recommend that you watch this movie. 저는 이 영화를 볼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I strongly recommend that you visit the Jeju island. 저는 제주도에 방문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073

I a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

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Be going to 에서 going to는
/gonna/와 같이 발음해주세요. 또한 ‘Briefly’대신 ‘shortly’, ‘specifically’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

I a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my apartment. 저희 아파트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my 2 favorite celebrities. 제가 좋아하는 2명의 유명인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074

The most recent change was ~.
가장 최근의 변화는 ~입니다.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오픽 시험 응시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유형입니다. 이런 변화문제에서 첫 문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며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he most noticeable change~’, ‘The
most prominent change~’와 같이 응용도 가능합니다.
EX

The most recent change was this new Starbucks, which was opened about 2 weeks ago.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2주전에 오픈한 스타벅스입니다.
The most recent change was in August 2009.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2009년 8월에 있었습니다.

075

It all depends on ~.
~에 따라 다릅니다.

Depend는 ‘~에 달려있다, 좌우되다, 나름이다’는 의미로 it 과 함께 현재시제로 사용될때 -s 를 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문전체를 통으로 익혀주세요. 또한 on 다음에는 명사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EX

I think it all depends on what kind of trip you are going on. 당신이 어떤 여행을 가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all depends on what kind of book you like to read.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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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At the end of every month, ~
매월 말에, ~

평소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며 기억에 남는 경험에서 배경정보를 얘기할 때도 활용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the end’에서 the는 /디/로 발음되니 주의해주세요.
EX

At the end of every month, our community opens a flea market. 매월 말에 우리 지역에서는 벼룩시장을 열어요.
At the end of every month, we have a so called ‘family day’ when we punch out early and spend more time with
family members. 매월 말에 우리는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흔히 패밀리 데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077

All you have to do is ~.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입니다.

be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 is to’, 또는 ‘~is 동사ing’ 형이 오게 됩니다. 단, 패턴과 같이
주어에 ‘do’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ll you have to do is go on~’도 가능합니다.
EX

All they have to do is to go on the local community website and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그들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to take a rest for a week or more. 당신은 일주일이나 그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078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마무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때에는 시제의 사용이
중요하니 ‘be동사’를 과거 형(was)으로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great 대신에 wonderful, golden, rare
와 같은 단어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know other people living around my neighborhood.
저희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learn more about my neighbors.
이웃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079

By ~ing
~을 함으로써

‘By 동사ing’는 ‘~을 함으로써’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추가적으로 ‘You could start by 동사ing’는 ‘~로부터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의 표현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EX

Koreans celebrate Chuseok by making Korean traditional foods together.
한국인들은 한국의 전통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추석을 기념합니다.
I relieve stress by talking to friends and family.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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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It was tiring because ~.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be동사+p.p’ 형태를 사용하고 주어를 꾸며줄 때에는 ‘be+동사ing’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I am bored.’라고 하면 ‘저 지루해요’, ‘I am boring.’은 ‘저는 지루한 사람입니다.’의 뜻이 됩니다.
패턴에서는 주어를 꾸며주는 것이기에 ‘–ing’로 사용했습니다. I am tire, I am tiring, I tired 와 같이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t was very tiring because we had to walk around the area all day long.
하루 종일 걸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It was very tiring because the castle was huge and it was very hot.
성이 굉장히 컸고 그날은 더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081

It’s kind of hard to ~.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Kind of + 형용사’와 ‘sort of + 형용사’는 ‘조금 형용사 하다’, ‘약간 형용사 하다’라고 해석되며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외에 ‘a little’도 ‘조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t’s kind of hard to reserve flight tickets.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It’s kind of hard to describe. 묘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082

The best part of ~ is
~의 가장 좋은 점은

.

입니다.

장소 등의 무엇인가를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he best part of ~‘는 ‘what I like about ~is that’, ‘~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은’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

The best part of the hotel is its location. 호텔의 가장 좋은 점은 위치입니다.
The best part of the hotel is the inside. 호텔의 가장 좋은 점은 내부입니다.

083

We ended up ~.
결국 ~하게 되었다.

‘ended up 동사ing’는 ‘결국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주로 과거시제로 사용됩니다. 또한 과거시제로 사용할 때 /
앤디드업/보다는 연음 처리되어 /앤디럽/과 같이 발음하도록 주의해주세요.
EX

We ended up not sleeping much because we spent so much time talking.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결국 잠을 별로 못 잤어요.
We ended up walking all the way down to the hotel.
결국 저희는 호텔까지 걸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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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I don’t remember anything special happening while ~.
~하면서 일어났던 특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픽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을 때 또는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경험만 떠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ile’ 다음에는 문장이 오거나 ‘동사ing’
형태가 오게 되니 동사원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don’t remember anything special happening while we were traveling.
여행 중 일어났던 특별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합니다.
I don’t remember anything unusual happening while we were there.
저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합니다.

085

There are many ~ throughout

.

의 전체에 ~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를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throughout’ 대신에 ‘ all over’, ‘acro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There are many books throughout the hotel. 호텔 전체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stores throughout New York. 뉴욕 전역에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086

It’s on the

floor of a ~ building.
~건물의

층에 있습니다.

오픽에서는 주거 묘사 또는 장소 묘사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Intro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표
현입니다
EX

It’s on the first floor of a tall building. 높은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high-rise building. 고층건물의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087

I can’t remember any other ~.
다른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가보았던 장소 묘사나 보았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한 뒤 더 이상은 설명을 할게 없다는 의
미로써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오니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can’t remember any other decorations. 다른 장식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I can’t remember any other scenes. 다른 장면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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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I don’t think

have changed much physically since then.
그 이후로

에 물리적(외관상)으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외관상의 변화는 크게 없었을 경우 패턴과 같이 답변해볼 수 있
습니다. 또한 ‘I don’t think’를 빼고’
EX

haven’t changed’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don’t think banks in Korea have changed much physically since then.
그 이후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물리적(외관상)으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I don’t think the park has changed much physically since then.
그 이후로 그 공원에 물리적(외관상)으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089

In my childhood memories,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

.

.

오픽에서는 어린 시절의 무엇인가를 묘사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출제됩니다. 구문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연습하여 이러한 문제유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

In my childhood memories, going to the bank was a long errand.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 은행 일을 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In my childhood memories,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was not easy.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090

Whenever I need someone to talk to, I ~.
대화상대가 필요할 때 저는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으로 현재시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추가로
‘Whenever’ 대신에 ‘every time I ~’ 또는 ‘Each time I ~’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

Whenever I need someone to talk to, I can call him. 대화상대가 필요할 때 저는 그에게 전화합니다.
Whenever I need someone to talk to, I can go to him. 대화상대가 필요할 때 저는 그에게 갑니다.

091

How about ~?
~ 하는 것은 어때요?

롤플레이 문제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about(전치사)’다음에는 ‘동사ing’ 또
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동사원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영화관에 가는 거 어때요?
How about we have dinner together afterwards? 그 뒤에 저녁식사 같이하는 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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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If you don’t feel like ~.
만약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feel like’는 ‘~하고 싶은 기분이다’라는 의미로 ‘I feel like going somewhere’, ‘오늘은 어디론가 가고 싶은 기
분이에요.’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패턴과 같이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f you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today, we can do something else.
만약 네가 오늘 영화 보고 싶지 않으면 다른 것 하자.
If you don’t feel like going out, you can just stay at home.
나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집에 있어.

093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do you like to ~?
을 ~ 것을 좋아하나요?

‘kind of~’ 에서 ‘kind는 종류, 질, 특질’을 뜻하며 ‘What kind of person is she?’, ‘그녀는 어떤 사람이야?’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EX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나요?

094

Are there any ~ you would like to recommend?
추천해주실 만한 ~이 있나요?

‘~가 있나요’라는 의미로 ‘Is there any~’ 또는 ‘Are there any~’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s there any
place you would recommend?’,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 ‘Is there any particular food you would
prefer?’, ‘당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EX

Are there any restaurants you would like to recommend? 추천해주실 만한 식당들이 있나요?
Are there any books you would like to recommend? 추천해주실 만한 책들이 있나요?

095

I don’t
저는 그렇게 자주

that often.
하지는 않습니다.

‘That’ 은 ‘그렇게’라는 의미로 ‘that often’ 은 ‘그렇게 자주’라고 해석됩니다. (예: ‘It’s not far from my place’,
‘우리 집에서 멀지 않습니다.’ / ‘It’s not that far from my place.’,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EX

I don’t go to concerts that often. 저는 콘서트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I don’t play online games that often. 저는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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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I make sure to ~.
반드시 ~하다.

‘(잊지 않고) 반드시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롤플레이에서는 ‘I will make sure to return the mp3
player to you within 3 days.’ ‘3일안에 반드시 mp3 플레이어를 돌려드릴게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We also make sure to go to the restroom before the concert. 우리는 콘서트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갑니다.
I make sure to stop by my favorite sushi place. 제가 좋아하는 스시집에 반드시 들립니다.

097

I remember V-ing.
동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Remember 동사ing’는 ‘동사했던 것을 기억하다’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remember’ 다음에 ‘동사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이고 ‘to 동사’가 오게 되면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

I remember taking papers and newspapers to school once every month.
한 달에 한번씩 종이와 신문지들을 학교로 가져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I remember going to the beach when I was a child.
어렸을 때 해변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098

In terms of ~,
~에 면에서 / ~에는

‘in terms of~’ 는 ‘~에 면에서/~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주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때 사용하게 됩
니다.
EX

In terms of the current recycling system in Korea, I don’t see problems.
현재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In terms of unemployment rate, there have been some increases since 2013.
2013년도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99

I was not familiar with ~.
~에 대해 잘 몰랐어요.

‘Familiar’ 은 ‘family’ 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패밀~/로 잘못 발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와 같이 강
세가 없는 ‘a’사운드입니다. 또한 be동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

I was not familiar with the whole recycling system. 전체적인 재활용 제도에 대해 잘 몰랐어요.
I am not familiar with this topic. 이 주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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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 guess that was the start of ~.
그것이 ~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 그렇게 ~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경험이나 계기에 대한 문제를 받아보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 이야깃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be동
사’를 현재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제를 주의해주세요. 또한 ‘of’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ing’
형태가 오게 됩니다.
EX

I guess that was the start of recycling. 그것이 재활용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I guess that was the start of my career. 그것이 제 직장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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