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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Up Your English!

DJ: Good morning, listeners. Welcome to Let's Open 

Up. This is Chris Lee. Every Monday, we invite a 

specialist to our studio to answer questions that you 
전 문 가 결과 답 변 하 다

have posted on our message board. 
게 시 하 다 게 시 판 에

Today's special guest is Mr. Gregory Simon, who 
that (X)

has been teaching English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Mr. Simon, thank you for coming on our 

show.

Mr. Simon: Great to be here.

DJ: So, how do you like teaching in Korea?
어떤가요?

Mr. Simon: I love my students. They are hardworking 
열 성 적 인

and full of  energy.
with (X)

DJ: That's good to hear. We've received a lot of 
다 행 이 다

questions from our listeners about how to study 

English. Let me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Pump Up Your English!

DJ: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Let's Open Up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Chris Lee입니다. 매

주 월요일에는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청취자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린 질문들에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한국에서 5년 넘게 영어를 가

르치고 계신 Gregory Simon 씨입 니다. Simon 

씨,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Simon: 만나서 반갑습니다.

DJ: 한국에서 가르치는 일은 어떤가요?

Mr. Simon: 저는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열성적입니다.

DJ: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자, 제가 청취자분들로

부터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는

데 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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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No. 1

Hi.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but my 

pronunciation is not good. Every time I try to say 
발 음 이 . .

something in English, I get very nervous about my 

pronunciation, and I can't get the words out easily. 
말 하 다

How can I improve my pronunciation?
향 상 시 키 다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DJ: Now, what do you think Sujin should do?

Mr. Simon: Well, I would suggest that she read 
reads (X)

aloud every day for 10 to 15 minutes to improve her 
목적

pronunci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it takes 3 
발 음 을 필 요 하 다

months of daily practice to develop strong mouth 
기르다, 발달시키다

muscles in order to speak a new language. 

•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do = It + 시간 + for 사람 + to do

  

So, anyone who wants to sound natural in English 
naturally (X)

should  practice reading aloud.

DJ: That's an interesting fact. Sujin, I hope / you are 
i n t e r e s t e d ( X )

listening. Practice for 3 months and write us back 

about your improvement, okay? Now, let's move on 
넘 어 가 다

to the next question, Could you read it?

Mr. Simon: Sure. This one is from Minho.

Question No.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잘 말하고 싶은데, 발음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영어로 무언가 말하려 할 때면 

발음이 너무 신경 쓰여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요. 어떻게 하면 발음이 좋아질까요?

DJ: 자, 수진 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r. Simon: 음, 저는 그녀의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10-15분씩 소리내어 읽기를 제안하겠

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구하사기 

위해 튼튼한 입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3개월간 

매 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면 

소리내어 읽기를 연 습해야 합니다.

DJ: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수진 양, 지금 듣고 있으

면 좋겠네요. 3개월간 연습해 보고 향상 정도를 저 

희에게 다시 알려 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

로 넘어가죠. 질문을 읽어 주시겠어요.

Mr. Simon: 네. 이건 민호에게서 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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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No. 2

Dear Chris,

My mom bought me some English classic novels and 

told me to read them to improve my reading skills. But 
향 상 시 키 다

I'm not interested in them at all, and they look boring. 
b o r e d ( X )

What should I do?

DJ: Reading is helpful in learning English, isn't it, Mr. 

Simon?

Mr. Simon: Oh, definitely. Reading a lot is very 
물 론 이 죠

important if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However, reading something you don't like is not 

very helpful. Reading should be fun, so you first 

need to consider where your interests lie. 
의 문 사

For example, if you enjoy watching movies, you 

might want to try reading movie magazines. You're 

most likely to find articles you find interesting such 

as movie reviews, articles about movie stars, 
평 론

directors, and so on.
기타등등

DJ: I used to read books made into movies when I 
making (X)

studied English. Doing so, I was able to follow the 

story more easily. Okay, let me read  the next 
to read (X)

question.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사람주어)

Question No. 2

Dear Chris,

저희 엄마는 제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로 된 

고전 소설을 사 주시면서 읽으라고 하십니다. 하지 

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책들은 지

루해 보여요. 어떻게 하죠?

DJ: 독서는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렇죠, Simon 씨?

Mr. Simon: 오, 물론이죠.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한

다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읽으면 영어 실

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는 재미

있고 즐거워야 하지요. 따라서 먼저 자신이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영화 잡지를 

읽고 싶어지겠지요. 틀림없이 영화 평론, 배우와 감

독들에 관한 기사 등, 여러분이 재미있어 할 기사들

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DJ: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화로 제작된 책을 

읽곤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줄거리를 더 쉽게 따

라가게 되더군요. 자, 다음 질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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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No. 3

Hi, Chris,

I want to write to the Canadian teacher who used to 

teach English at my school. But I can't write well and 

can't write long sentences. Also, I'm worried about 
worrying (X)

grammatical errors - I'm writing this message with 
문 법 적 인 오 류

the help of my sister. Writing in English is very, very 

hard. Can you give me some advice?
advise (X)

DJ: I think / writing in English is very challenging for 
d e m a n d i n g 어려운

many students. Any  suggestions for Huimin?
Some (X) 제 안 . . . .

Mr. Simon: Writing can be difficult, especially when 

you think / you have to write long sentences with no 

grammatical errors. But one thing you need to 
 문 법 적 인

remember is that a letter or an e-mail doesn't have 

to be long. Also, a few minor grammatical mistakes 

do not cause a big problem in communication.
의 사 소 통

To start off, how about picking up some phrases or 
먼 저

sentences you like from books or magazines /you 

have read and then memorizing them? Then try to 

use these phrases when you write, for example, on 
문 구 , 표 현 법

blogs or other online sites. 

Or you can try to send text messages in one or two 
아니면

sentences to your friends using your cellophane. 
문 장

This way, you won't feel the pressure to write long 
부 담 을 writing (X)

sentences.

Question No. 3

Hi, Chris,

저는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캐나다 선생

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작문을 잘 

못하고 긴 문장을 못 씁니다. 또, 문법 오류가 걱정

이 돼요. - 이 메시지는 언니가 도와줘서 썼습니다. 

영어로 글을 쓰는 건 정말이지 어려워요. 제게 조언

을 해 주시겠어요?

희민 DJ: 영작은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제일 

것 같은데요. 희민에게 줄 제안이 있을까요?

Mr. Simon: 여러분이 긴 문장을 문법적 오류 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작문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편지나 이메일은 

길이가 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몇 가지 사 소

한 문법적 실수는 의사소통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

습니다. 

먼저 책이나 잡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문 구나 문장

을 골라, 외워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고 나서 외운 표현들을 블로그나 온 라인 사이

트에서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한두 문장을 

문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긴 문장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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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it's important to 
That (X)

start practicing with short sentences, right?

Mr. Simon: That's right. There's a saying, "Practice 

makes perfect." When you keep on practicing, you 

will get confident, and your writing skill improves 
자 신 감 이 생 기 다

accordingly.
따 라 서

DJ: I hope our listener, Huimin, is tuned in to our 

show and heard your advice. Well, it's almost time 
이제 거의 ~할 시간이다

to say goodbye to our listeners. Any final words of 

advice or tips that you want to share?

Mr. Simon: Well, the last advice I have for students is 

"Work within your own capacity" and "Set 
세워라

achievable goals." Make sure to set a goal that 
달 성 가 능 한 반 드 시 ~ 해 라

you can achieve and practice every day even if it's 

for only 10 minutes. Practice consistently, 
꾸 준 히

persistently, and passionately.
지 속 적 으 로 열 성 적 으 로

DJ: That sounds like very good advice to keep in 
명심하다

mind. Thank you for making the time to be with us.

Mr. Simon: Thank you for having me.

DJ: This is all for today. Don't forget to tune in 

tomorrow. Goodbye!

번역

DJ: 그러니깐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

다는 말이 군요, 그렇죠?

Mr. Simon: 맞습니다. ‘연습하면 완벽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들은 자신 

감이 생기고 작문 실력도 따라서 향상될 것입니다.

DJ: 우리 청취자 희민 양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청취

하면서, 당신의 조언을 들었다면 좋겠군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께 작별인사를 할 시간이 가까웠네요. 청

취자분들께 드릴 마지막 충고나 조언이 있다 면요?

Mr. Simon: 제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라’ 는 것

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십 분이라도 매

일 연습하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연습

하세요.

DJ: 명심해야 할 좋은 충고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Simon: 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J: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청

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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