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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be upset, but ›› 화 내지마, 그런데 
it was a slip of the tongue ›› 말이 헛나왔어
I said it by mistake ›› 실수로 말 했어
I am sorry that ›› 미안해

that is all there is to say ›› 할말은 이게 다야
that is all for now ›› 지금으로썬 이게 전부야
to sum up ›› 요약하자면
and there is the problem ›› 문제는 뭐냐 하면
I hope it is only a question of time ›› 시간문제이기만 했으면 좋
겠어
that remains to be seen ›› 그건 나중에 다시 돌아봐야 해

one hundred percent ›› 백퍼센트
without question ›› 물어볼 필요도 없이
exactly right ›› 정확히 맞아
most certainly ›› 가장 정확히
without doubt ›› 의심의 여지 없이
in no case ›› 그럴 일은 없어
that isn’t true at all ›› 그건 전혀 사실이 아냐
that is an exaggeration ›› 그건 과장이야
I really can’t believe that ››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in principle that is true, but ›› 원칙대로라면 그렇지만
admittedly that is true, but ›› 인정하건대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that’s one way to say it ››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지
only up to a certain point ›› 어느 정도 까지만
certainly, why not? ›› 당연하지, 왜 아니겠어?
I agree ›› 그래 동의해

understandably ›› 납득가능하게
frankly speaking ›› 솔직히 말해서
between you and me ›› 너와 나 사이니까 말이지만
anyway ›› 어쨌든
well then ›› 그래 그러면
well, as a matter of fact ›› 글쎄 사실은
how can I put it? ››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I must say that ›› 그렇다고 인정은 해야겠다
firstly ›› 첫째로
secondly ›› 둘째로
I would like you to know that ›› 네가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I am afraid that ›› ~일까봐 두려워
now and then it seems to me that ››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는 ~하
게 보여
after all ›› 결국
as far as I am concerned ›› 내 생각으론
more and more ›› 점점 더
actually ›› 사실은
all joking aside ›› 진지하게 말하자면
now seriously ›› 이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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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ell the truth ›› 솔직히 말해서 
I presume that ›› 내가 추측하기론
I hope that ›› 난 ~했으면 좋겠어
in my opinion ›› 내 의견으론
if that is true ›› 그게 사실이라면
I don't know exactly ›› 나도 잘은 모르지만
I would like to think that ››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the way I see it is that ›› 내가 이걸 보는 관점은
as you may know ›› 너도 알다시피
I don't have a big interest in that ›› 그 것엔 사실 큰 관심이 없어
if I understand correctly ››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as you already know ›› 너도 이미 알겠지만
that isn't such a big problem ››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냐
that is a matter of opinion ›› 그건 사람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as far as I know ›› 내가 아는 한
I have the impression that ›› 난 그러한 인상을 받았어
it is usually true that ›› ~는 대체로 사실이야
you never know, but ››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I haven't thought about it before, but ››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은 없
지만
if I am not mistaken ›› 내 생각이 맞다면
I am not certain whether ›› ~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
like every other man ›› 다른 모든 사람들 처럼
I have my own opinion on it, but ›› 내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I am not such an expert, but ››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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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heartily ››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that is a good question ›› 좋은 질문이네
that is such a difficult question ›› 어려운 질문이야
once upon a time, long ago ›› 옛날 옛날에

can you tell me please ›› 나에게 말해주겠니?
would you be interested in us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 다
른 하고 싶은 얘기 있어?
and what do you think? ›› 넌 어떻게 생각해

to be more precise ›› 정확히 말해서
and what’s more ›› 게다가
while I am already talking about it ››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I would like to emphasise that ›› 그건 꼭 강조하고 싶어
should I explain in greater detail? ›› 좀 더 자세히 설명할까?
allow me to say it another way ›› 다른 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that is to say ›› 그건 즉
nevertheless ››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sounds like ›› 그건 ~처럼 들려
and that is why ›› 그게 바로 이유야

she said something like ›› 그녀가 ~같은 말을 했어
my wife pointed out that ›› 내 아내가 그것을 지적했어
recently, I heard that ›› 최근에 난 ~에 대해 들었어
my better half said ›› 내 아내/내 남편이 ~라고 말했어

now it occurs to me that ›› 나에겐~것처럼 보여
by the way ›› 그나저나
I have an interesting story about it ›› 나 그것에 관해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and besides that ›› 게다가
oh, I nearly forgot ›› 아 잊어버릴 뻔 했다
and one more thing ›› 그리고 한가지 더
on the other hand ››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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