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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  훈련  강의  청취  후, 연습  방법
리스닝  연습  방법  -  Listening  (1),  Listening  (2)

  1.  출, 퇴근길, 약속 시간 전 등 자투리 시간에 연습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루종일 영어의 감을 놓지지 않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드라마  원음  mp3를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웅얼웅얼  거리지  마시고  정확히  소리를  내십시오.

       

반드

시  한  구절, 한  문장을  끊어  들으며  따라하실  필요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양을  조절해서  끊어  들으십시오.

       

한

 

문장

 

반

 이든, 한  구절  반이든, 한  단어든  능력이  되는  길이만큼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연습  방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  동영상으로  보기  -  반드시  클릭]

  2. 무의식 중에서도 바로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주 연습하십시오. (자투리 시간으로 30분 ~ 2시간)

      발전 속도와 연습량은 정비례합니다.

      드라마 원음을 듣지 않고도 혼자 대사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너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그냥 넘어 가십시오.

      조금만 연습하면 따라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따라하기 힘든 부분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힘든 곳에 너무 힘을 들이면, 실력도 더디 늘고 재미도 반감합니다.

 

스피킹  연습  방법  -  Speaking  (4)  Drill  Homework

1.  Speaking (4)페이지를 하루에 반드시 최소 10회 이상 연습하여, 자연스레 나올 때까지 숙달 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순환식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30분 ~ 2시간)

       순환식이라 함은 1번~끝까지 = 1회 연습, 다시 1~끝까지 = 2회 연습, 이런 식을 말합니다.

       1번 10회, 2번 10회 이런 식은 안 됨. 

2.  출, 퇴근길, 약속 시간 전 등 남는 자투리 시간에 연습하세요. 그래야만 하루종일 영어의 감을 놓지지 않습니다.

     mp3파일 혹은 문서 파일을 인쇄 혹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넣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3. 절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단순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읽고  소화해서  머리에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만드신  후, 영어로  크게  말하시는  겁니다.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머리  속의  개념이  쉽게  영어로  나오도록  영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Challenge  연습  방법

1. Challenge는 일정기간 미드영어를 수강하여, 실력이 되는 분들만 연습하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시면 안됩니다.

2. 처음 challenge를 시도 할  때, 어려운  문장은  넘어가  주십시오. 조금만  연습하면  따라  갈  문장만  연습하십시오.

    

너

무  급하게  욕심을  내어, 실력이  되지  않는데, Challenge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실력  발전도  느리고

    

재미도

 반감되어  영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3. 연습하는 요령은 스피킹 페이지와 동일합니다.Speak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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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1) - Key Points

1. That's what I used to tell people when I lied about my age. 

2. You lied so much, you forgot your own birthday. 

3. Her memory's still being rebooted.

4. Our system has never made a mistake before. 우리시스템은결코전에실수를한적이없어요.

First things first. Who are you? 중요한거먼저. 당신은누군가요?

 Some of the info you had was right. 당신이가지고있던정보의약간은맞았어요.

I had no reason to think that was a mistake. 난, 그게실수였다고생각할이유가없었어요.

Could you please locate the file for an Eleanor Shellstrop, born in 1982?

1982년에태어난 Eleanor Shellstrop 한명에대한파일을찾아줄수있어요?

 Janet, this is actually a cactus. Janet, 이건실제로는선인장이야.

This might take a while. 이게시간이좀걸릴지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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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2) - Drill

1. That's what I        used       to      tell people when I lied about my age.

우리엄마는여기서일했었어.

당신은그가자주오곤했다고생각하나요?

난그녀와늘수다를떨곤했었지.

그들은부부였었어.

우리엄마는내가 Speedo를입고수영하게하시곤했었지.

chat, all the time / be married / make me swim, in Speedos

2. You lied so much, you forgot          your     own        birthday.

그밴이당신자신의차량인가요?

그녀는그녀자신의옷을짜.

그들모두그들자신의차를가지고있어.

Julia는종교에대해그녀자신의의견을가지고있었어.

그는그자신의이름을거의쓸수없었어.

vehicle / knit, clothes / opinion, religion / hardly

3. Her memory         's        still      being           rebo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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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경찰에체포되고있어.

너무많은쓰레기가바다에버려지고있어.

우리가미행당하고있는거니?

난생각해내가감시당하고있었다고.

그는느꼈어그가사임하도록강요당하고있다고.

arrest / waste, dump, at sea / follow / watch / feel, force, resign

4.우리시스템은결코전에실수를한적이없어요.

중요한거먼저. 당신은누군가요?

당신이가지고있던정보의약간은맞았어요.

난, 그게실수였다고생각할이유가없었어요.

    1982년에태어난 Eleanor Shellstrop 한명에대한파일을찾아줄수있어요?

Janet, 이건실제로는선인장이야.

이게시간이좀걸릴지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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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3) - Drill Homework [no answers]

1
그건제가나이를속일때사람들에게말하곤했던것이에
요.

이 1 

2
당신은거짓말을아주많이했어요, 당신은당신자신의생
일을잊었어요.

선 2

3 우리엄마는여기서일했었어. 을  3

4 그밴이당신자신의차량인가요?     4

5 당신은그가자주오곤했다고생각하나요? 따 5

6 그녀는그녀자신의옷을짜. 라  6

7 난그녀와늘수다를떨곤했었지.       7

8 그들모두그들자신의차를가지고있어. 반  8

9 그들은부부였었어. 으  9

10 Julia는종교에대해그녀자신의의견을가지고있었어. 로  10  

11 우리엄마는내가 Speedo를입고수영하게하시곤했었지. 접11

12 그는그자신의이름을거의쓸수없었어. 어 12 

13 그녀의기억은여전히리부트되고있어요. 주 13 

14 우리시스템은결코전에실수를한적이없어요. 세 14 

15 그녀는경찰에체포되고있어. 요 15  

16 중요한거먼저. 당신은누군가요?     16

17 너무많은쓰레기가바다에버려지고있어.     17

18 당신이가지고있던정보의약간은맞았어요.     18

19 우리가미행당하고있는거니?     19

20 난, 그게실수였다고생각할이유가없었어요.     20

21 난생각해내가감시당하고있었다고.     21

22
1982년에태어난 Eleanor Shellstrop 한명에대한파일을
찾아줄수있어요?

22

23 그는느꼈어그가사임하도록강요당하고있다고.     23 

24 Janet, 이건실제로는선인장이야. 24

25 이게시간이좀걸릴지도몰라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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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4) - Drill Homework

한국어힌트 영어해답

1
그건제가나이를속일때사람들에게말하곤했던것이에
요.

이 1 
That's what I used to tell people when I lied about my 
age.

2
당신은거짓말을아주많이했어요, 당신은당신자신의생
일을잊었어요.

선 2 You lied so much, you forgot your own birthday.

3 우리엄마는여기서일했었어. 을  3 My mom used to work here.

4 그밴이당신자신의차량인가요?     4 Is the van your own vehicle?

5 당신은그가자주오곤했다고생각하나요? 따 5 Do you think he used to come often?

6 그녀는그녀자신의옷을짜. 라  6 She knits her own clothes.

7 난그녀와늘수다를떨곤했었지.       7 I used to chat with her all the time.

8 그들모두그들자신의차를가지고있어. 반  8 All of them have their own cars.

9 그들은부부였었어. 으  9 They used to be married.

10 Julia는종교에대해그녀자신의의견을가지고있었어. 로  10  Julia had her own opinions about religion.

11 우리엄마는내가 Speedo를입고수영하게하시곤했었지. 접11 My mom used to make me swim in Speedo.

12 그는그자신의이름을거의쓸수없었어. 어 12  He could hardly write his own name.

13 그녀의기억은여전히리부트되고있어요. 주 13  Her memory's still being rebooted.

14 우리시스템은결코전에실수를한적이없어요. 세 14  Our system has never made a mistake before. 

15 그녀는경찰에체포되고있어. 요 15  She is being arrested by the police.

16 중요한거먼저. 당신은누군가요?     16 First things first. Who are you? 

17 너무많은쓰레기가바다에버려지고있어.     17 Too much waste is being dumped at sea.

18 당신이가지고있던정보의약간은맞았어요.     18 Some of the info you had was right. 

19 우리가미행당하고있는거니?     19 Are we being followed?

20 난, 그게실수였다고생각할이유가없었어요.     20 I had no reason to think that was a mistake. 

21 난생각해내가감시당하고있었다고.     21 I think I was being watched.

22
1982년에태어난 Eleanor Shellstrop 한명에대한파일을
찾아줄수있어요?

22
Could you please locate the file for an Eleanor 
Shellstrop, born in 1982?

23 그는느꼈어그가사임하도록강요당하고있다고.     23  He felt he was being forced to resign.

24 Janet, 이건실제로는선인장이야. 24 Janet, this is actually a cactus. 

25 이게시간이좀걸릴지도몰라요.      25   This might take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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