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Bondaygee’s ESL Presents:
Very Good Words#4 (by, James Purdie)
1. For example....... 예를 들면,
2. Hey you guys Chill out! 얘들아, 좀 진정해
3. Hi everybody...what's up? 모두 안녕, 무슨일이야?
4. Hey you guys..What's happening? 얘들아, 무슨일인데?
5. He likes giving a lot....he's generous. 그 남자는 많이 주는걸 좋아해... 관대한
사람이야.
6. The future is interesting.미래는 흥미로워.
7. Do you want visit the past? 과거로 가보고 싶어?
8. I like living in the present. 현재에 사는것이 좋아.
9. Did your grandpa fight in the Korean war? 네 할아버지 한국전쟁에서 싸우셨니?
10. Oh my god...the aliens are attacking. 맙소사, 외계인이 공격하고 있어.
11. We got to defend Earth! 지구를 지켜야해.
12. The aliens appeared in the sky. 외계인이 하늘에서 나타났어.
13. Yes...it is possible to fly. 네, 그건 날수있어요.
14. I'm hiding because the aliens are here! 외계인이 여기 있어서 난 숨을거야.
15. I have more than you. 너보다 더 많아.
16. If the aliens come, we got to fight! 외계인이 온다면 우리는 싸워야 해.
17. What kind of man are you? 넌 어떤 종류의 남자냐?
18. Show me your leader. 네 대장을 소개해줘.
19. I must punish the rude students. 무례한 학생한테는 벌을 줘야해.
20. Anyways..what are you going do today? 아무튼, 오늘은 뭐할거니?
21. Oh oh..it's beginning to rain. 어,,, 비가오기 시작하네.
22. This is the way we wash our dog. 이게 우리가 강아지를 씻기는 방법이야.
23. Hey you noisy boys. Don't waste my time. 거기 떠드는 녀석들,, 내 시간 낭비하지
마.
24. This math problem doesn't make sense. 이 수학문제는 말이 안돼.
25. Do you really want to succeed? 너 정말 성공하고 싶어?
26. Oh OH..I failed my test. 오,, 시험에서 떨어졌어.
27. You are good and he is better. But I'm the best. 넌 괜찮은 애야. 그리고 그애는 더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최고야.
28. Do you know the reason he died? 그사람이 죽은 이유를 알아?
29. Can you please do me a favour? 내 부탁좀 들어줄래?
30. It's getting really hot outside! 밖이 아주 더워지고 있어.
31. My boy Julian is growing a lot. 내 아들 줄리안은 많이 자라고 있어.
32. I love you my darling/dear/sweety/honey. 당신을 사랑해, 내 사랑,,
33. Oh no..I made a mistake. 오노,,, 실수했어.

34. I really enjoy the Beatles. 난 정말 비틀즈 음악을 즐겨.
35. I'm feeling really frustrated. 기분이 엉망이 되고 있어/
36. It's good to see you, Jordan! 만나서 좋다, 조던.
37. Oh darnn, my clothes are wet. Now I got to dry them. 내 옷이 젖었어. 옷을
말려야겠어.
38. I figured out the math problem. 그 수학문제 풀었어.
39. I like you, but I don't love you. 널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40. He died. So now I'm the King! 그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야.
41. Please be honest and don't lie! 제발 정직해지고 거짓말좀 하지마.
42. Man...I'm feeling so confused! 이런,,, 혼란스러워.
43. Hmmm.....what are you talking about? 흠... 무슨말을 하고 있는거야?
45. Don't give up....you're almost finished. 포기하지마.. 거의 끝냈어.
46. I like listening to music while I study. 난 공부하면서 음악듣는걸 좋아해.
I promise to be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