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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EnglishConnect 2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어 실력을 갖추면,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잡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추
구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정은 EnglishConnect라고 불리는 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
입니다. 위 도표에서 EnglishConnect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EnglishConnect 2의 활동은 어휘, 듣기 및 회화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강의실 외
부에서도 복습과 연습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으레 그렇듯이,
꾸준히 연습하고 시간을 들인다면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
업뿐만 아니라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가능한 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본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희생과 일, 자립과 사랑이
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준비와 헌신은 자기 자신과 주변
에 있는 이들의 삶을 향상할 것입니다.
큰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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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GLISH C ONNECT 2 소개
여러분은 왜 영어를 공부하나요?
EnglishConnect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어를
배우면 교육 기회를 찾고, 더 나은 직업을 구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nglishConnect 과정은

○ 이 책을 매주 수업에 가져갑니다.
○ 이 책을 활용하여 필기를 하고, 활동을 완수합니다.
○ 현재 수업에서 배우는 어휘를 복습하고, 어휘 부록에서 숙
제 어휘를 공부합니다.

말하기와 회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과

○ 다음 주 수업을 예습합니다.

정에서는 영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로

○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법 부록을 활용하여 수업

읽고 쓰는 기술은 다른 EnglishConnect 과정에서 배울 수 있

에 나오는 문법을 복습합니다.

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왜 영어를 배우는지 생각해 보고

나의 영어 연습 계획(My English Practice Plan)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좌절감이 느껴질 때면, 자신이 적어 둔

EnglishConnect 과정은 여러분이 매주 10시간 이상 영어를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기억하면, 동

연습하고, 자신의 연습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합

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니다. 이 계획을 활용하여 연습 시간을 기록하고 발전 상황을

내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

점검하십시오. “나의 영어 연습 계획”에는 몇 가지 연습 방법



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매주 수업에 참석하여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영어를

영어를 성공적으로 배우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 매일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이 며칠 동안
몰아서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 영어와 관련된 주간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간 목표는 “20개
의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
표를 적고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듣습니다.
○ 각각의 English C o nne c t 수업 마지막 부분에 있는
Invitation to Act(한번 해 보세요)를 완료합니다.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각 수업에 나오는 어휘를 복습하고 연습합니다. 단어의 발
음뿐 아니라 쓰는 법도 연습합니다.
○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숙제 어휘를 연습합니다. 숙제
어휘는 수업에서 배운 어휘를 확장해 줍니다.
○ 짝과 함께, 또는 혼자서 수업에서 배운 대화를 연습합니다.
○ 다음 수업의 어휘를 예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배울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까요?
EnglishConnect 학생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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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듀오링고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
공되는 온라인 학습 자원입니다. 해당 앱 스토어를 방문하

EnglishConnect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십시오. 듀오링고는 이동 통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니다. 이 책에는 각 수업에 관련된 활동 및 기타 유용한 자

휴대 기기 장치가 WiFi에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만 영어를 배우는

좋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듀오링고는 duolingo.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주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

com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오링고를 활용

니다.

해 하루에 10~15분 정도 연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Skype나 Facetime과 같은 비디오 채팅을 활용하여 영
어 원어민과 매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peaking
Partners에 참여합니다.
○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영어로 보거나 팟캐스트나 라디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학습 도움말
○ 자신의 공부 습관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기타 오디오를 영어로 들으며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일관된 시간을 선택하여 영어를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또한, 반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영어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

○ 원어민 또는 영어를 공부 중인 사람을 찾아 수업 이외의 시

다.

간에 함께 영어를 연습합니다.
○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가능한 한 많

나의 기초
많은 지역에서 EnglishConnect와 함께 ‘나의 기초’를 가르칩
니다. 나의 기초는 개인의 영적, 현세적 자립으로 이끄는 원리
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분 동안 진행
되는 이 수업은 일반적으로 반장이 운영합니다. 반장은 나의
기초 교재에서 소개하는 원리에 대한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할
그룹 구성원을 지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영어로 말합니다. 만약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최대한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
명하려고 노력합니다.
○ 새롭게 배운 단어 목록을 만듭니다. 플래시 카드를 만들거
나 단어장을 사용하여 단어 목록을 자주 복습합니다.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주 해당 수업의 듣기 섹션
의 비디오를 온라인으로 보고 강의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과 인내, 끈기가 필요한 과정
입니다. 이것은 또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
다! EnglishConnect와 함께 영어를 배우고 연습하겠다고 결
정한 것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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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C onnect 2

LESSON 1: 수업 소개
나는 왜 영어를 공부하는가?

E NG LI S H C O NNEC T 소개
목표
1. EnglishConnect 과정이 영어를 습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는지 배웁니다.
2. “나의 영어 연습 계획” 활용법을 배웁니다.
3. 수업에서 지시 사항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4. 수업에서 요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왜 영어를 공부하나요?
1. 소개 부분에 자신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쓴 다음, 짝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본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주 20개의 새로운 단
어를 배운다” 이것은 모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까요?
EnglishConnect 2 학생 안내와 소개 부분의 “나의 영어 연습 계획”을 읽어보고, viii과 ix쪽에 있는 “나의 영어 연습 계획” 표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영어 연습 계획”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모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
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부하나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공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짝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모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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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R M -U P
Target Phrases
Please
Thank you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Vocabulary
Nouns

Verbs

desk

computer

look at

repeat

quiet down

practice

chair

screen

listen to

sit down

pay attention

say

return to

stand up

focus

write

board

L E S S O N CO N V E R S AT I O N A N D AC T I V I T Y
Conversation
A = Instructor, B = Learner
A: Please quiet down and return to your seat.
B: OK.
A: Look at page 1 in your book. Listen to the sentence and then repeat: “I’m from Germany.”
B: I’m from Germany.
Activity
Give commands to a partner.
A: Please pay attention and look at the board.
B: OK. (partner looks at the board)

W R A P -U P
Summary
Now I can . . .

Now I know . . .

◯ 1. say how the EnglishConnect course can help me 
learn English.

◯ 2. tell someone how to use My English Practice
Plan.



◯ 3. respond to classroom requests.





◯ 4. make classroom requests.
Invitation to Act
Review and fill out My English Practice Plan this week. Make flash cards with the vocabulary words you don’t
know and practic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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