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지원 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요즘은 대학교 축제축제축제축제 기간 이예요. 학교 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가수들도 초청해요. 이번 축제 때에는 학교에 에픽하이에픽하이에픽하이에픽하이, , , , 쥬얼리쥬얼리쥬얼리쥬얼리 등이 온다고 하던데 전 집에 있는 게 편해서 그냥 가지 않으려 구요.   여러분은여러분은여러분은여러분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지내셨나요지내셨나요지내셨나요지내셨나요???? 다들 바쁘셨어요? 어느새 벌써 6월이 다 되어가네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지도 이미 1년하고 3개월이나 지났고요..우와..  오늘은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짧은 일기예보일기예보일기예보일기예보 를 들려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물론 편하지 않겠지만요.   시작~              꽤 어렵죠? 여러분은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같이 중요한 단어 와 알아두면 필요한 문장 들을 한번 연습해 보죠.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다 같이 들어봐요.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온 뒤 오후에 경기 서해안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모두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쌀쌀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온 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온 뒤”  천천히 다시 할께요 들어보세요  “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온 뒤” 라고 했어요 이    문장문장문장문장 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단어단어단어단어    는 뭘까요? 그건 아마 “ 오늘 “ 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오늘” today 라는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일기예보 를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전국이 흐리고/ 전국이 흐리고. 이랬어요. 전국이라는 것은 Whole of the country 또는 over the country 라는 뜻이에요. 흐리고/ 흐리고 는 동사 흐리다 에서 나왔는데 무엇 무엇이 흐리다 이러면 맑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전국에 구름구름구름구름 이 많이 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단 뜻이 되겠죠. 보통 구름이 많고 흐린 날은 비가 오죠. 다음 문장을 같이 들어봐요.      빨랐죠? 오후오후오후오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요~  “ 오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오후에, 한 12시 나 1시가 넘어서를 말하겠죠? 경기 서해안 지방 은 그냥 쉽게 한국의 서쪽서쪽서쪽서쪽 지방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요. 서쪽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는 서쪽부터 점점 흐린 날이 맑아 진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에피소드가 어려워져서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점심점심점심점심    때쯤 )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 점점 구름이 없어져서 깨끗해 지겠습니다 )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요.   일기예보에서 사실 오늘로 시작하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비가올비가올비가올비가올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 . . 맑을것이다맑을것이다맑을것이다맑을것이다. . . . 흐릴것이다흐릴것이다흐릴것이다흐릴것이다. . . . 더울것이다더울것이다더울것이다더울것이다. 를 듣고 우산우산우산우산을 챙길지 말지, 옷을 가볍게 입을지 따뜻하게 입을지 결정하니까요.   그럼 방금 공부한 문장을 다시 한번 듣고 따라 해볼게요       따라서 같이 읽어봐요.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온뒤 오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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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온뒤 오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다.   Today it is going to be gray and raining over the country then it will clear up later in the afternoon from the west sea of 경기 province.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들었다면 아침에 나갈 때 무엇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들고 나와야 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번엔 영어 에피소드로 뵐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제 이 메일은 sparklingkorean@gmail.com 이 구요 제 블로그 사이튼 sparklingkorean.blogspot.com 이예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Words In BoldWords In BoldWords In BoldWords In Bold     1. 축제: Festival  Hi Seoul Festival- 하이 서울 축제   2. 에픽하이( Epik High ) : One of Korean hip hop group. Go and find out more on SK     쥬얼리 (jewelry) : Hip dancing and Revealing outfits. Dodge one. Go and see them on SK  3. 일기예보: it is same as 날씨예보. Weather forecast. 일기 is different name of 날씨.              Both of them are weather forecast  4. 문장: Sentence   5. 가장 중요한 단어: The most important word. Comparative   6. 구름: Cloud   7. 오후: Afternoon    after 12:00   



8. 서쪽: “서” come from Chinese which means “ West” and we put 쪽 to classify it.      “동” means “ East”  so we say “동쪽” The East .     (EXAMPLE)   “ 동쪽 으로 가세요~” ( GO TO THE EAST)   9. 점심: LUNCH   10.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맑을 것이다: IT WILL BE FINE, WILL BE CLEAR      흐릴 것이다: IT WILL BE GREY      더울 것이다: IT WILL BE WA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