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뭐라고 하셨죠? I'm sorry? / Excuse me? / Pardon me?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again?
이 단어들은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I don't know these words.
이해를 못했어요. I couldn't understand.
천천히 말해 주세요. Could you speak slowly please?
좀 더 크게 말해 주세요. Could you speak louder?

질문 있어요. I have a question.
그건 무슨 뜻인가요? What do you mean by that?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 하는 겁니까?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How do you spell that? 
예를 들어주세요. Give me some examples.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요. Teacher, I can't see you.
교재가 보이지 않아요. I can't see the textbook.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I can't hear you.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요.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소리가 울려요. There is an echo.
제가 보이나요? Can you see me?

Computer System Error 시스템 에러

Asking Questions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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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re you today? 오늘 기분 어때요?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요?
What is your English name? 영어 이름이 뭐죠?
What were you doing before our video class? 수업 시간 전에 뭐했나요?
Are you ready for our lesson? 수업할 준비가 되었나요?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뭐했나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주말에 뭐했나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점심식사로 무엇을 먹었나요?
What did you eat for dinner?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었나요?

Do you have the book? 책 가지고 있나요?
What books do you have? 무슨 책을 가지고 있나요?
What level do you have? 몇 레벨인가요?
You have a different book. 다른 책을 가지고 있네요.
Can you show me?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Please tell your mom that you have a 
different book.

다른 책을 가지고 있다고 엄마에게 말씀하세요.

Can you hear me? 선생님 말소리가 잘 들리나요?
Use your headset.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Lower the volume of your microphone. 마이크의 볼륨을 줄여주세요.
I cannot see you, please turn on your camera 
(video)

얼굴이 안보여요. 비디오 카메라를 켜세요.

Fix the video camera because I can not see 
you.

비디오 카메라 위치를 맞춰보세요. 얼굴이 
안보이네요.

Can you fix the video camera? 화상카메라 위치를 좀 맞춰보세요.

Fix your microphone. There is an echo.
에코소리가 들리네요. 마이크 조절을 좀 
하세요.

Show your whole face. 얼굴을 보여주세요.
I cannot hear your voice clearly.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Fix your headset. 헤드셋을 맞춰보세요.
Restart your computer. 컴퓨터를 재부팅해보세요.
Log off from the site and relog in please. 홈페이지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해보세요.

Don't speak too close to the microphone.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Log in the class at the exact time. 정확한 수업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세요
Don't be late. 수업시간에 늦지마세요
Don't play in the white board. 그림판에 낙서하지 마세요.

Please fix your microphone next time. 다음시간엔 마이크를 미리 맞춰두도록 하세요.

What is the page of the lesson for today? 오늘은 몇 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What did you do last lesson?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죠?
What page are you in?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할 차례죠?
We are already on page 72. 벌써 7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Read the sentences. 문장을 읽어보세요.
What can you see in the picture?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Match the dialogues. 대화를 연결해보세요
Let's do the dialogues. 다이얼로그 학습을 합시다.

Text Book 교재 확인하기

Video Class- 화상강의실 체크하기

Check up 학습내용 살피기

Opening 인사 및 안부 묻기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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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you tell me the answer? 답변을 말해보세요.
Write the answer in the white board. 정답을 칠판에 써보세요.
Form a correct sentence. 맞는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Make sentences using the words.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Let's read the expressions. 표현을 읽어봅시다.
Read the sentences. 문장을 읽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Turn to page 10. 10 페이지로 넘기세요
Circle the correct number(letter). 맞는 번호(글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You will be the girl and I will be the boy.
여자아이 역할을 하세요 선생님은 남자아이 
역할을 할게요.

What is your answer for number2? 2번의 정답이 뭐죠?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세요
What do you see there? 뭐가 보이나요?
Describe the picture 그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나요?
Do you understand the lesson? 오늘 수업 내용 이해되나요?

That's all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We don't have much time. 이제 시간이 없네요
Time to say good-bye. 헤어질 시간이에요.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Please study hard for the next lesson. 다음 수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세요.

Our time is over now. I have to say goodbye. 시간이 다 되어, 인사를 해야겠네요.

It was nice talking to you.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Enjoy your day! 멋진 날 되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before I go? 헤어지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Please read the next page. 다음페이지를 읽도록 하세요.
You have to do this page 10 by yourself. 10 페이지는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It's already weekend tomorrow. 내일은 주말이에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Good job. 잘했어요.
Right. 맞아요.
That's it. 바로 그거예요.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That's right 맞았어요

Closing 끝 인사 및 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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