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there! It's James. I just wanted to say that this little video has all of "Very
Good Words#1" in it.
It is the "Very Good Words#1" video. Have fun!!

Danny's Secret (VG1)

A lot of kids cheated on the test. 대다수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
"Oh it's not important!" said Danny. Danny was a stupid boy. Actually, he wasn't a
stupid boy. He was smart.
"오, 이건 중요한게 아니야" 데니가 말했다. 데니는 바보같은 소년이었다. 사실, 그는 어
리석은 소년은 아니었다. 그는 똑똑했다.
But he had a problem. He didn't like studying.
그렇지만 그에겐 문제가 있었다. 그는 공부하는걸 싫어했다.
He was a noisy boy and his hobby was playing computer games until late at night!
그는 시끄러운 소년이었고 그의 취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였다.
Danny hated school. "I don't care," said Danny.
데니는 학교를 싫어했다. " 난 상관안해" 데니가 말했다.
.......................
Danny's mother was really worried. "I wish Danny wanted to study." said his
Mother.
데니의 엄마는 아주 걱정이었다. " 데니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 좋겠어" 그의 엄마가 말
했다.
"It's strange that Danny doesn't like studying!
"데니가 공부를 싫어하는게 이상해"
Before Danny was a good student. But he changed..............It was
strange.....there was a secret. Danny's secret.
데니는 전에 착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변했다.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 거기엔
비밀이 있었다. 데니의 비밀..

.........................................
Talking to his girlfriend, Jenny, outside at the park, " I have a secret" said
Danny.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제니와 말을 하고 있었다. " 비밀이 있어" 하고 데니가 말했다.
"What is it? What is it? said Jenny. "뭔데" "뭔데" 제니가 물었다.
"I can't talk..I feel gross" said Danny. "말할 수가 없어... 기분이 아주 더러워" 데
니가 말했다.
"Yes You can," said Jenny. "말 할 수 있어" 제니가 말했다.
"I can't !" "못해"
"Yes you can......what is your secret?" "할 수 있어... 네 비밀이 뭔데"?
"Ok...Ok Ok OK OK OK......." said Danny. " 알았어...... " 데니가 말했다.
"Yes?" said Jenny."그래". 제니가 말했다.
"My father died two years ago!!" 아빠가 2 년전에 돌아가셨어"
Jenny was very surprised and Danny looked very sad and depressed.
제니는 아주 놀라워 했고 데니는 매우 슬프고 우울해 보였다.
"Now do you understand?" said Danny. "Do you got it?" " 이제 알겠어? " 데니가 말했
다.
"Yes I understand....I'm sorry," said Jenny. "그래, 이해해.. 유감이야"
A little bit later Jenny said, "How do you feel, Danny?" 잠시 후에 제니가 말했다.
"
"기분이 어때, 데니?"

"It's interesting....I feel ok now" he said. "재미있다..... 지금은 기분이 괜찮아"
그가 말했다.
"Maybe you just needed to talk," said Jenny. "아마도 너한텐 단지 말을 할 필요가 있
었던거 같다." 제니가 말했다.
"I think you're right, thanks," said Danny. "Hey Jenny, can you guess my favorite
color?"
"네가 맞는거 같아," 데니가 말했다. " 제니야, 내가 좋아하는 색이 뭔지 맞춰봐?"
"Hmm..I bet you like the color Green" said Jenny. '음... 내 생각엔 네가 녹색을 좋아
할거 같아. " 제니가 말했다.
"No." "아니"
"Hmm..maybe you like red?"
흠.... 그러면 아마도 빨강색 좋아하니?" famous
"No I don't!" "아니야"
"Ok..I don't know," said Jenny '"그래, 잘 모르겠다." 제니가 말했다.
"My favorite color is blue...because I like the sky. It's beautiful."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랑색이야.. 왜냐하면 난 하늘을 좋아하거든, 아름답잖아"
At 3 O' clock, Danny said, "Let's go home.....I feel tired."
3 시에 데니가 말했다. " 집에 가자.... 피곤해"
At home Danny was busy studying English. His Mother looked at Danny. "I don't
believe it....Danny..is studying. He is not the same boy. He is a different boy. He
really changed!"
집에와서 데니는 영어공부하느라 바빴다. 어머니가 데니를 바라보았다. " 믿을수가 없
어.. 데니가 공부를 하고 있네. 전하고 같지 않구나. 다른 사람이 됐네. 아주 변했어"
"Do you like studying?" said his Mother. "공부하기 좋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Of course," said Danny, "I want to be a famous English Teacher!
"물론이지요." 데니가 말했다. "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Danny's Mother was so happy. She cooked a delicious dinner! "I have a very smart
boy!" said Danny's Mother.
데니의 어머니는 아주 행복했다. 그녀는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다. "난 아주 똑똑한 아이
를 가졌구나" 데니의 어머니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