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인 연락
인터넷

인터넷 - 용어
한국어 영어
내가 이해하기론 AIUI (as I understand it)

무언가를 내 관점에서 설명한 뒤

나이, 성별,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ASL (age, sex, location?)
상대방의 나이, 성, 지역을 알려고 보냈을 때

지금 ATM (at the moment)
"지금 당장" 을 뜻할 때

잠깐만 BBL (be back later)
잠시 채팅을 하지 못할 때

다음에 봐 BCNU (be seeing you)
"안녕" 이라고 말할 때

믿든지 말든지 BION (believe it or not)
무언가 놀랄 소식을 말한 뒤

잠깐만 어디좀 BRB (be right back)
잠시 채팅을 하지 못할 때

자기가 마실 술은 자기가 갖고 오세요 BYOB (bring your own beer)
파티에서 각자 마실 술은 각자 갖고 오라고 말할 때

다음에 봐요. CU (see you)
"안녕"이라고 말할 때

나중에 봐요. CUL (see you later)
"안녕" 이라고 말할 때

누구세요? DIKU (do I know you?)
메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메세지 끝 EOM (end of message)
채팅을 하다가 끝났을 때 자동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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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FYI (for your information)
무언가 구체적인것을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에 끼어들 때

갑자기 어디를 가야해요. G2G (got to go)
무언가 급한일이 생겨서, 갑자기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제 생각이에요. IMO (in my opinion)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할 때

제 누추한 의견이지만, IMHO (in my humble opinion)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할 때

제가 빚진게 있네요. IOU (I owe you)
누군가 무엇을 나를 위해 해주어서, 내가 빚진게 있다고 알려주고 싶을 때

그냥 농담이에요. J/K (just kidding)
농담 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몰라 애매한 분위기일 때

나중에요! L8R (later)
"안녕"이라고 말할 때, 또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니 나중에 하겠다고 할 때

ㅋㅋㅋㅋㅋㅋㅋㅋ(크게 웃었어요) LOL (laughing out loud)
무언가 웃긴걸 발견했을 때 반응으로 쓰임

신경쓰지 마세요. MYOB (mind your own business)
어떤것을 나 혼자만 신경쓰고 싶을 때

지금 말구요. NRN (not right now)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얘기하고 싶은게 있어요. RFD (request for discussion)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답장 하세요. TB (text back)
문자 뒤, 답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솔직히 말하면, TBH (to be honest)
어떤 문제에 관해 내 의견을 명확히 할 때

페이지 2 24.05.2023



개인적인 연락
인터넷

미리 감사드려요. TIA (thanks in advance)
그들이 날 도와주기도 전에 고맙다는 말을 할 때

감사해요. THX (thanks)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

나중에 이야기 해요. TTYL (talk to you later)
안녕이라고 말할 때

당신에게 드립니다. 4U (for you)
무언가를 특정 누군가에게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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