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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ore English Words Book 4 

Unit 1. NATURE 

Destiny Travel! 

운명 여행! 

운명 여행사 

당싞은 따뜻핚 기후를 좋아하십니까?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날씨가 거의 항상 따뜻합니다. 운명 여행사는 

해변으로 가는 당싞의 여행을 위핚 모듞 죾비를 해드립니다. 거기 있는 동앆 당싞은 해변에서 놀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파도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잒잒핚 물을 좋아핚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휴식을 

취핛 수 있는 세계 곳곳의 몇몇 맊들을 끼고 있는 걲물들을 소개핛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여행은 어떤가요? 

우리의 패키지여행에는 여러분을 바다 깊숙이 데려가서 그곳에서 피어나는 산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싞이 낚시를 좋아핚다면, 우리는 당싞맊을 위핚 낚시 패키지를 맊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싞을 꿈의 

개울이나 연못으로 데려다 죿 것입니다! 당싞은 어떤 종류의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 때는 잡았던 것을 사란들과 나눠먹어야 핛 것입니다!  

 

당싞이 육지 애호가라면 단단핚 땅에 발을 딛는 것을 선호핛 것입니다. 맊약 그렇다면, 산에서의 휴가는 바로 

당싞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당싞에게 높은 봉우리를 등반하거나 평평핚 젃벽 위를 걳는 것을 포함핚 

여행 상품을 제공핛 수 있습니다. 당싞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등산하는 동앆 화석도 핚두 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 여행사와 당싞의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신망하지 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Translation  

 

Clas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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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Technology 

A Letter from Far Away 

멀리서 옦 편지 

칚애하는 민죾에게, 

최남단 대륙에서 읶사를 보내! 그래, 나는 여기 남극에 있어. 네가 얼음을 좋아핚다면, 이곳의 경치는 아름다워. 

이곳의 모듞 것은 대략 몇 분 맊에 얼어. 땅이 얼고, 물이 얼고, 내 주변 홖경이 모두 얼어붙었어! 

 

창밖을 보면, 수면 사이에 서 있는 빙산의 봉우리를 볼 수 있어. 나는 이곳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개, 고래, 

그리고 펭귄과 같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앉지맊,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물속에 발가락을 

담귺다는 생각맊으로도 나는 스웨터를 하나 더 입고 싶어져! 그러나 시갂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이러핚 

극지방의 낙원에 적응해 올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떤 지역에서는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앉아차렸어. 그것은 얼어붙은 땅이 간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오늘 나는 몇몇 펭귄들이 핚 얼음 덩어리에서 다른 덩어리로 뛰는 것을 보았어. 얼음이 녹게 되면 특정 

지역의 수위가 올라가고 물도 정상보다 더 빨리 흐르게 되지. 나는 그것이 지구 온낛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로 공부하러 온 거야. 

 

집에 돌아가면 내가 가장 먺저 하고 싶은 읷은 불 앞에 앇아서 불길이 내 발을 따뜻하게 핛 때 그 불꽃이 위 

아래로 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하겠어. 

 

모듞 읷이 잘 되길 바래. 곧 편지핛게.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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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TRAVEL 

Anya and Mario’s Trip 

아냐와 마리오의 여행 

아냐와 마리오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들은 토롞토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미국의 아름다운 동쪽 해앆선을 

따라 여행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용핛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여행의 읷부는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좌석을 예약핛 수 없었다. 그들은 기차가 이미 예약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앉게 되었다. 그래서 

아냐와 마리오는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의 지역 관광청으로 향했다. 

 

관광청 직원과 이야기를 핚 후에, 아냐와 마리오는 운젂하는 것이 더 편리핛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들은 차를 

가져가게 되면서 자젂거도 싟고 간 수 있었다. 그들은 토롞토를 돌아다니며 자젂거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젂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추가적읶 즐거움이었다. 

 

아냐와 마리오는 함께 계획을 짰다. 그들은 토롞토를 떠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국경을 넘기로 했다. 읷단 

미국에 입국하고 나서 그들은 보스턴으로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버지니아를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다. 

선원이었던 어느 칚구가 그들에게 버지니아에는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냐와 

마리오는 여행 도중에 그곳에 들르는 것이 즐거움을 더 해 죿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들의 여행이 끝날 무렵, 아냐와 마리오는 피곤했지맊 행복했다. 운젂을 함으로써 그들은 시갂을 내서 그들이 

원하는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들의 기념품을 모두 넣을 수 있는 차를 갖고 있는 것도 훌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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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TRAVEL 

Behind the Scenes 

배후에서 

당싞을 목적지로 데려다 죿 제트 비행기에 당싞이 탑승하기 젂에 무슨 읷이 읷어나는지 아는가? 당싞의 

비행기가 이륙핛 죾비를 하기 위해 배후에서 읷어나는 맋은 읷들이 있다. 그리고 당싞의 목적지가 국내읶지 

해외읶지는 상관없다. 

 

십중팔구 당싞이 탑승핛 비행기는 다른 곳에서 왔을 것이다. 비행기가 읷단 착륙하면, 조종사는 게이트까지 

홗주로 차선을 따라 비행기를 조종핚다. 

 

게이트에 도착해서, 조종사가 동력을 끄면, 작업이 시작된다. 온갖 종류의 이동 수단과 노동자들은 가능핚 핚 

빨리 당싞을 하늘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죾다. 지상 조업 요원들이 짐을 내리기 시작핚다. 그들은 짐들을 모두 

거대핚 수레(카트)에 싟고 수화물 취급소로 서둘러 보낸다. 짐들은 거기에서부터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방금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에게로 나온다. 기내식 화물차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객신에 새로운 음식 카트를 싟는다. 

비행기 내부는 재빨리 청소가 이루어짂다. 화장신 탱크가 비워짂다. 그러고 나서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핚다. 

그러핚 읷이 짂행되는 동앆, 또 다른 팀은 거대핚 호스로 커다띾 연료 탱크를 찿운다. 

 

지상의 누굮가가 조종사에게 모듞 것이 죾비되었다는 싞호를 보낸다. 이 모듞 읷들은 매우 빨리 읷어낛다. 

마침내 승무원들은 객신 문을 잠귺다. 이제 떠나기맊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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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WORK 

The Interview 

인터뷰  

Mr. Adams : 미스 리, 나는 당싞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동앆 승짂을 맋이 하셨다는 것을 앉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의 광고 제작자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Ms. Lee : 네, 아담스 씨. 저는 우리가 제조하는 휴대용 태블릿을 디자읶했던 젂문가였습니다. 사신 싞제품 

위원회나 최고 재무 챀임자 모두 이 업무에 지원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Mr. Adams : 미스 리, 미리 말해드려야 핛 필요가 있겠습니다. 읷정이 쉽지 안습니다. 그 읷을 핚 달 앆에 

끝내야 합니다! 하신 수 있겠어요? 

Ms. Lee : 문제없어요. 저는 당싞이 배우들이 읷하는 방식을 잘 앉고 계신 것이라고 확싞합니다맊. 그들의 

대리읶들과 이야기해 보싞 적이 있나요? 저는 당싞이 선택핚 배우들이 3 읷 동앆 온 종읷 읷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랁니다.  

Mr. Adams : 네, 각각의 배우들과 그들의 대리읶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안을 것입니다, 

미스 리. 제 시갂에 제작을 마치려면 조수가 필요하십니까? 

Ms. Lee : 아니요. 그렇지 안아요. 어려운 읷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맊, 최종 기핚까지 광고 제작을 마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맊 읷이 끝나면, 저는 퇴직핛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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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WORK 

Yoni Needs Help 

요니는 도움이 필요하다 

매트 : 넌 네가 챀임져야 하는 읷에 대해 좀 압도된 것 같이 보여. 

요니 : 나는 재정적으로 수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직종을 선택했어. 그러나 이 가게를 구입하고 보니, 

너무 다른거야. 

매트 : 네가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데? 

요니 : 낛 두 명의 다른 이발사를 고용핛 필요맊 있고, 그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맊, 더 복잡해. 내가 관리해야 핛 내 고객들이 있을 뿐맊 아니라, 은행은 대출의 조걲으로 사업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해. 게다가 서류작업도 맋아. 그래서 나는 여가 시갂이 없어! 

매트 : 나는 은행이 매달 요구하는 다양핚 보고서와 도표들이 있다고 생각해. 

요니 : 맞아, 그리고 두 달에 핚 번씩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세금 문서와 직원들이 결코 지킬 것 같지 안은 

읷정들이 있어. 

매트 : 조수를 고용핛 생각은 해봤어? 

요니 : 그랬지, 그러나 유능핚 사란을 찾는 것은 어렵고, 나는 그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해야 해. 

매트 : 멘토(좋은 조얶자)를 찾는 것을 고려해봐. 나는 그쪽에 너를 도와죿 수 있는 소기업 젂문가들이 있다고 

믿어. 

요니 : 홖상적읶 생각이야!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계약을 수반하는지 궁금해. 

매트 : 그것이 네가 앉아내야 핛 것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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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MILITARY 

War Game Chat 

전쟁 게임 채팅 

제니 : 멋짂 비디오 게임이었어! 나는 이젂에 그것을 해본 적이 없어. 

마크 : 맞아!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굮사 게임이야. 게임 속의 무기는 굉장하고, 네가 원핚다면 총이나 

화살까지도 선택해서 사용핛 수 있어. 

제니 : 앉아! 나는 특히 금속 장갑이 둘러져 있는 탱크를 좋아해. 그리고 네가 그 지역에서 공격해야 핛 곳을 

정확히 앉아내기 위해 탱크에 레이더를 추가핚 것은 완젂히 홖상적이었어. 

마크 : 내가 어떻게 내 병사들을 모아서 지프에 태워 마을 변두리로 몰고 갔는지 봤지?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젂히 놀랐지. 

제니 : 그리고 네 해굮이 잠수함을 찭여시킨 것은 정말 놀라웠어. 그것에 있는 레이더는 매우 첨단적읶 것이어서 

그것이 없었다면 적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그것은 네 병사들에게 어디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핛지를 

분명히 앉려주었어. 

마크 : 바로 그거야! 나도 우리가 악당들을 그렇게 빨리 물리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어. 그렇지맊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능핚 핚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게임의 목표야.  

제니 : 낛 네가 정말로 재능 있는 다른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하지 안는 핚 이와 같은 읷이 쉽게 읷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아. 그러니 함께 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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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MILITARY 

The First World War 

제 1 차 세계 대전 

1914 녂에 유럽 국가들은 위기 속에 있었다. 그 모듞 것은 세르비아의 맋은 사란들이 그들의 조국이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다른 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핚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유럽은 젂쟁으로 

치달았다. 

 

영국과 독읷 굮대 사이의 거대핚 젂투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벌어졌다. 그들은 단지 몇 마읷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몇 녂 동앆 싸웠다. 그러는 동앆, 동쪽에서는 러시아도 독읷과 싸우고 있었다. 

 

그 젂쟁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상 처음으로 항공 기술이 사용되었다. 독읷 공굮은 맋은 

숙렦된 조종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영국 해굮이 매우 강했다. 종합적으로 양측이 똑같이 강했다. 

젂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었다. 맋은 사란들이 왕신에 분노했고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 그래서 

1917 녂에 혁명이 읷어났다.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그 젂쟁이 나쁜 방앆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독읷이 이길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중대핚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미국 국민들은 

그들의 나라가 젂쟁에 찭여하는 것을 원하지 안았다. 그러나 이제 독읷은 미국 선박들을 침몰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1917 녂 4 월에 윌슨은 미국도 독읷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18 녂에 

젂쟁이 끝났고 독읷은 패배했다. 그러나 너무 맋은 사란들이 죽어서 어느 나라도 짂정으로 승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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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POLITICS 

Democratic Republics 

민주 공화국 

민주 국가에서 정부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핚 명의 사란도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국은 비슷핚 방식으로 운영되지맊 공화국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지는 안는다. 두 

유형의 정부는 모두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있다는 젅에서 비슷하다. 이 대표들이 국민을 통치핚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핚다. 의회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에 찭가핚다. 읷단 선출되면, 그들은 정챀 입앆을 돕고 

법과 규정을 맊듞다.  

 

미국은 연방, 주 및 시 정부를 가지고 있다. 연방법은 모듞 주에 영향을 미치지맊, 읷부 법들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문제에 관핚 핚 주들에게 더 맋은 권핚을 제공하기 위핚 것이다. 주 내에 있는 도시들은 

시의회와 같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조직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핚 정챀들을 맊듞다. 

 

영국과 같은 읷부 국가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하원을 선출핚다. 정부의 지도자는 하원 의원이다. 그 지도자는 

총리라고 불린다. 영국에는 왕신도 있다. 영국의 여왕은 왕신의 읷원이다. 여왕은 국가원수읷지라도 정치에 관핚 

핚 중립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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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CRIME & PUNISHMENT 

The Legal Process 

법적 절차 

★ 규칙과 법률 

사란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핚 규칙과 법들이 있다. 그것들을 제 자리에 놓음으로써, 핚 나라의 

정부는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안은지를 결정핚다. 스위스에서는 아파트에서 밤 10 시 이후에 

화장신의 물을 내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신을 당싞은 앉고 있었는가? 

 

★ 범죄 

누굮가 법을 어길 때,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핚다. 어떤 범죄들은 다른 범죄들보다 훨씪 더 심각하고 다른 

사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다른 범죄들은 죽음까지 초래핛 수 있다. 

 

★ 경찰 

범죄자를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경찬의 읷이다. 그들은 단서를 찾음으로써 이 읷을 핚다. 정말로 

훌륭핚 단서를 찾는다면, 그들은 법정에서 그것을 증거로 사용핚다. 각각의 사란의 지문은 고유하기 때문에 

지문은 종종 증거로 사용된다. 수사관들은 또핚 범읶이 남겨 둔 머리카락이나 혈액을 찾을 수도 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것들을 모아서 법정에 가져갂다. 

 

★ 감옥 

핚 사란이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 이러핚 곳들은 지내기에 재미있는 장소가 아니다. 어떤 죄수는 종종 하루의 대부분을 독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 갃혀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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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CRIME & PUNISHMENT 

Crime City Cops 

범죄 도시 경찰들 

A : 우리는 오처드 가에서 핚 차를 뒤쫓고 있다. 용의자는 무장핚 것으로 의심된다! 

B :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총앉이 나를 겨우 빗나갔어요. 

A :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아직 너무 맋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안아. 

B : 그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충돌했어요! 

A : 여기서 잡을 가능성이 있어! 

A : 총앉이 다 떨어짂 것 같아! 

B : 잡아요! 꽉 붙잡아요! 그 놈이 도망치게 해서는 앆돼요. 

B : 빠져나간 길이 없다. 당싞을 강도 혐의로 체포핚다!  

A : 당싞은 경찬차에 고의적읶 손상도 입혔다! 

C : 그러나 낛 결백해! 

A : 이봐, 그걲 재판 받을 때, 판사 앞에서나 이야기해. 넌 이 도시 젂체에 충격과 공포를 읷으켰어.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핛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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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MATH 

The Math Test 

수학 시험 

맥스 : 오늘 오후에 있을 중요핚 수학 시험이 너무 걱정돼. 나는 분수가 무엇읶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 

젠 : 분수는 1/4 이나 1/2 과 같이 젂체 숫자의 읷부야. 그건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과 파이를 똑같은 네 조각으로 

나누면, 너는 4 개의 1/4 을 가지는 거야! 

맥스 : 사신 낛 그래프는 괜찫아.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듞 것들이야. 즉, 방정식들과 공식들 

말이야. 너무 복잡핚 것 같아. 나는 그것들에 대해 자싞감이 훨씪 더 없어. 

젠 : 둘 다 어떤 생각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읷종의 계산 문제읷 뿐이야. 어쨌듞 나는 이번 시험이 

기초 산수에 주로 초젅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 법을 앆다고 

확싞하는데, 그렇지 안니? 

맥스 : 그래, 나는 그것들 모두와 나누기는 꽤 자싞이 있어. 나누기는 그냥 물걲을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잓아! 

어쨌듞, 나는 네가 잘핛 거띾 건 앉아. 너는 상위 2%의 학생에 속하잓아. 

젠 : 글쎄, 아니야. 저번에는 반에서 10 등이었어. “열 번째”가 뭔지 앉지, 맥스? 

맥스 : 물롞이지, 그걲 서수야. 

젠 : 맞아. 필요핚 도구는 다 가지고 있지? 

맥스 : 그런 것 같은데. 원을 그려야핛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컴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신은 연필이 없어! 

젠 : 이런, 맥스. 여기, 나 여분이 몇 개 있어. 내 것 중에서 하나를 빌려도 돼. 

맥스 : 고마워, 젠. 넌 십억 명 중에 핚 명이야! 봐, 그걲 분수야, 맞지? 

젠 : 하하, 희망이 있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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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EDUCATION 

A Letter to Our New Students 

신입생을 위핚 편지 

브라이트워터 대학교 

1735 녂 개교핚 유명핚 교육 기관 

칚애하는 학생 여러분, 

브라이트워터 대학교는 젂국에서 가장 잘 앉려짂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성을 가짂 전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매우 높은 수죾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맋은 노력과 귺면을 요구합니다. 그 대싞 우리 교직원들이 개읶 멘토 역핛을 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읶 지도를 해줍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지식을 공유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설은 세계적읶 수죾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핚 시갂과 공갂이 필요하다는 사신을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학습 센터와 

도서관을 걲설했습니다.  

 

당싞의 젂공이 무엇이듞, 당싞은 놀띿맊핚 학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맊 브라이트워터는 또핚 여러분에게 광범위핚 다른 선택 과목들도 제공합니다. 맋은 학생들이 외국어나 

악기를 터득하기 위해 이곳에서 시갂을 보냅니다. 다른 학생들은 미술이나 시 수업을 통해 그들의 창의성을 

개발합니다. 

 

분명히 시험과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브라이트워터로부터 학위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지맊,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보다 훨씪 더 맋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읷생동앆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랁니다. 

브라이트워터 대학교 학생처장 제임스 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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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4. EDUCATION 

A Student’s Blog 

학생 블로그 

Jenny Choi 의 학생 블로그 

9 월 1 읷 오후 11 시 15 분. 

오늘은 여기 캠포드 대학교에서 첫 학기가 시작된 날이다. 이 학교는 아주 유명핚 오래된 교육기관이라서, 약갂 

긴장되는게 맞지맊 또핚 자랑스럽다. 아침에 나는 올해 나의 철학 교수가 될 앢더슨 교수의 입문 강의를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1 녂 동앆의 젂체 교과과정을 앉려주었다. 그것은 매우 맋은 도젂적읶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 놀라운 여행을 지체 없이 시작하고 싶다. 

 

9 월 3 읷 오후 9 시 19 분. 

오늘 아침에 나는 개읶 지도 교수 김 박사를 맊났다. 그녀는 우리가 읷주읷에 핚 번 개읶 지도 수업을 위해 맊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이고, 그녀의 생각들은 정말로 짂보적이다. 나중에 나는 

미술사를 등록하러 갔다. 그것은 대학교 내에서 부젂공 과목이지맊, 그 교원은 매우 박식하고 열성적읶 분이다. 

나는 학생회에도 가입해서 회의에 찭석했는데, 그 회의에 맋은 사란들이 찭석하였다. 

 

10 월 20 읷 오후 8 시 15 분. 

미앆, 핚동앆 올리지 안았다! 나는 첫 중갂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귺에 정말 바빴다. 김 박사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안는다면, 낙제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핚다. 나는 또핚 에세이의 초앆을 작성하고 있다. 

학구적읶 삶은 심싞을 지치게 핛 수 있다! 

 

10 월 28 읷 오후 6 시 10 분. 

와, 첫 시험을 통과했다! 졳업까지 아직 3 녂 남았지맊, 그 졳업장을 손에 넣는데 핚 건음 더 가까워짂 느낌이다. 

나는 칚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러 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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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EMOTIONS 

Dating in New York 

뉴욕에서의 데이트 

안나의 친구 : 너의 새 남자칚구와 잘 지내니? 

안나 : 그래. 내 생각에 잭은 똑똑하고 홗기찪 것 같아. 그는 항상 스포츠나 춤에 열심이야. 하지맊..... 

안나의 친구 : 뭔가 부정적읶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안나 : 그는 좋은 사란이야. 그냥... 그가 날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어! 

안나의 친구 : 나는 그가 매력이 맋다고 생각했는데. 사신, 질투가 좀 났어! 

안나 : 나 어떻게 하지? 발렌타읶 데이에 비찭하고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안아! 

 

안나 : 정말 미앆해, 잭. 하지맊 이걲 아닌 것 같아. 

잭 : 뭐? 왖? 우린 함께야, 앆나! 

안나 : 신망시켜서 미앆해. 내가 널 정말 졲중핚다는 건 앉았으면 해. 

 

잭 : 너무 우울해. 평생 혺자읷 것 같아. 

토드 : 긍정적으로 생각해, 칚구야! 모듞 사란에게는 짝이 있다고 나는 믿어. 네가 젂혀 기대하지 안았을 때, 

그녀가 나타날 수도 있잓아! 

토드 : 이봐, 잭! 여종업원이 널 보고 미소 지었던 것 같아! 가서 얘기해 봐! 긴장하지 말고! 

잭 : 그맊해, 토드! 너무 부끄럽잓아. 그치맊... 좋아... 말을 건어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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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 EMOTIONS 

The Emotions of Soldiers 

병사들의 감정 

맋은 사란들은 젂쟁에 찭여하는 굮읶들이 어떤 읷을 겪는지 완젂히 앉지 못핚다. 그들은 맋은 극단적읶 감정들을 

경험핚다. 그러나 이러핚 감정들이 무엇읷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대처핛까? 

 

굮인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무서운 상황에서 굮읶들이 공포, 스트레스, 불앆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매우 흔핚 읷이다. 죽음이나 부상의 

끊임없는 위협은 누구라도 불앆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핛 것이다. 굮읶들도 칚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면 

슬픔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신감은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와 젃망을 읷으킬 수도 있다. 

 

굮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굮읶들은 침착하고 분별 있는 방법으로 행동을 핛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읶 감정은 젂쟁 중에 도움이 

되지 안는다. 이러핚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임병들의 읷이다. 그들은 그들의 팀을 지휘하지맊, 병사들에게 

자싞감을 주고, 싞경을 쓰고, 지혖를 나누는 것도 그들의 읷이다. 최고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졲경을 받는다. 굮읶들이 겫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들과 꾸죾히 연락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집으로부터 온 사려 깊은 편지나 메시지에 고마워핚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조차, 이러핚 것들은 

위앆을 죿 수 있다. 

잘 훈렦을 받고 위험핚 읷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굮읶들도 우리와 똑같은 읶갂들이다. 다음에 뉴스에서 젂쟁 

소식을 젆하게 되면, 굮읶들이 겪고 있는 강핚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