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6 

 

Translation 

2000 Core English Words Book 1

Unit 1. BODY & HEALTH 
 

Ease Your Pain at Home  

집에서 통증을 가라앉히기 

 

통증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늘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 두통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건과 물로 두통을 완화합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넣어 적시고 

머리에 대고 있어 보세요. 아니면 그 뜨거운 수건을 목덜미에 대고 있어 보세요. 

 

★ 복통 

배가 아픈가요? 특별한 차를 마셔보세요. 카밀러(Chamomile, 캐모마일)는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인 꽃입니다. 

독일인들은 복통이 있으면 카밀러 차를 마십니다. 

 

★ 치통  

어떤 사람들은 치통이 있을 때 마늘을 사용합니다. 마늘을 씹거나, 마늘을 소금에 버무려 치아에 바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다면 치과로 가세요!) 

 

★ 화상  

아야, 스토브가 너무 뜨거웠어요! 당신은 이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상 치료에 겨자를 사용합니다. 먼저, 찬물에 손을 넣고, 피부에 겨자를 발라봅시다. 고통은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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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BODY & HEALTH 
 

A Visit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다 

 

의사 1: 이 환자는 라이트 씨라고 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왔지. 

의사 2: 오! 이런! 사고를 당한 건가요? 

의사 3: 뼈가 부러졌나요? 

의사 2: 허리와 어깨 통증이 있나요? 

의사 1: 뭐? 아니… 

의사 3: 환자의 심장은 어때요? 심장병인가요? 

의사 1: 아니. 그의 심장은 건강해. 

의사 2: 환자 뇌는요? 뇌종양인지 확인하셨어요? 

의사 3: 환자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마도 아픈 것 같아요. 

의사 1: 저기… 내가 말 좀… 

의사 3: 누구 간호사 좀 불러줘요! 사람들 모두 여기서 나가게 해야 해! 

의사 1: 너희 들 다… 좀… 

의사 2: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보호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어? 

환자: 그만!!! 저는 그냥 발가락을 찐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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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SPORTS & GAMES 

Winter Festival  

겨울 축제 

여러분은 이번 겨울 축제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오셔서 온 가족을 위한 무료 활동을 즐겨보세요! 

날짜: 1 월 5 일-7 일 장소: 그랜드 파크 

 

★ 12:30–1:30 눈사람 만들기 대회 

2 명에서 5 명으로 팀을 이루어 눈사람을 만드세요. 가장 뛰어난 눈사람이 우승합니다. 1 등을 한 팀은 50 달러, 

2 등을 한 팀은 25 달러, 그리고 3 등 팀은 무료 핫초코를 받습니다. 

 

★ 2:00–3:00 전 연령층을 위한 썰매 

공원 북쪽에 있는 로즈우드 언덕으로 오세요. 언덕의 높이는 겨우 30 미터지만 길이는 깁니다. 썰매를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썰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썰매를 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경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우승자는 새 썰매를 갖게 됩니다! 

 

★ 3:00–4:00 스노보드 레슨  

스노보드를 가지고 로즈우드 언덕으로 가셔서 무료 레슨을 받아보세요. 프로 스노보드 선수인 마이키 에론이 한 

시간 동안 당신의 코치가 되어줄 겁니다. 

 

★ 종일 아이스 스케이팅 

저희 수영장은 스케이트를 타실 수 있도록 1 월부터 3 월까지 개장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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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SPORTS & GAMES 

 

The Olympic Games 

올림픽 대회 

 

★ 기원전 774 년 

올림픽 대회는 그리스에서 시작된다. 그 대회는 4 년마다 열리는데, 여기에는 달리기와 권투, 몇 안 되는 다른 

종목만 있으며, 남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 서기 393 년 

고대 올림픽 대회의 마지막이 열린다. 

 

★ 1896 년 

올림픽 대회가 다시 시작된다. 이 발상은 프랑스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는 모든 나라의 온 

사람들을 화합시키길 원했다. 1896 년에 열린 올림픽은 수영과 테니스, 달리기, 그리고 많은 다른 스포츠를 

종목으로 하였다. 

 

★ 1900 년 

남녀 모두 참가하는 첫 올림픽 대회가 파리에서 열린다. 여성은 골프와 테니스, 요트 경기와 같은 몇몇 

스포츠에만 참가한다. 축구는 팀으로 경기하는 첫 번째 스포츠가 된다. 

 

★ 1924 년 

첫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규모가 큰 스포츠 경기 중 두 가지는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이다. 스케이트는 

여성들이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겨울 스포츠다. 

 

★ 1964 년 

배구가 올림픽 종목 중 하나가 된다. 이 당시의 올림픽은 아시아(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이다. 

 

★ 2020 년 

서핑과 등산,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스포츠 종목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올림픽 스포츠에 여자 선수들이 

존재한다. 

 

★ 20?? 년  

어떤 사람들은 낚시와 체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원한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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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HOMES 
 

Where’s My Phone?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세이디: 아빠, 제 휴대폰 보셨어요? 

아빠: 미안하지만 못 봤어. 

세이디: 제가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전 학교에 늦었어요. 

아빠: 넌 휴대폰을 항상 잃어버리는구나!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둬야지. 

세이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아빠: 담요 밑이랑 소파 쿠션도 봤어? 저번에는 거기에 있었잖아. 

세이디: 봤어요. 거기에도 없었고 거실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가구도 전부 다 확인했어요. 

아빠: 위층 화장실은? 전에 네가 휴대폰을 욕조 옆에 두고 온 것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다른 때는 세면대에서 네 

휴대폰을 발견했지. 

세이디: 거기도 찾아봤어요. 

아빠: 흠. 부엌 서랍에 핸드폰 넣은 적 있지 않았니?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세이디: 이미 서랍과 찬장을 모두 확인했어요. 차고와 뒷마당까지 들여다봤는걸요. 

아빠: 오늘 아침에 아래층에 갔었니? 지하실에 휴대폰이 있을지도 몰라. 

세이디: 아뇨, 아침 내내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빠: 음, 지금 네 휴대폰으로 전화할게. 그러면 아마 우리가 휴대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세이디: 감사해요. 

아빠: 음, 세이디, 네 가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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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HOMES 

 

One-Bedroom Apartment for Rent 

방 1 개짜리 아파트 임대 

 

이번 여름에 거주할 곳을 찾는 학생이신가요? 당신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6 월부터 8 월까지 

스페인에서 공부할 예정이라, 제가 사는 아파트를 임차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물은 대학 근처 마을의 

매력적인 곳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3 년밖에 안 돼서, 모든 게 새것입니다! 

 

★ 거실에는 아름다운 나무 바닥재가 깔려 있습니다. 가구는 소파와 의자, TV 와 선반, 커피 테이블이 있습니다. 

 

★ 새 카펫과 매트리스가 있는 큰 침실이 있습니다. (본인의 베개와 침구들은 가지고 와야 합니다.) 침실에는 

화장대와 책상, 선반과 책상 의자가 갖춰져 있습니다. 

 

★ 욕실에는 욕조가 딸려 있습니다. 

 

★ 보너스: 벽이 두꺼워서 이웃들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곳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있는 계단은 공동 뒷마당으로 통합니다. 

 

매달 400 달러이며, 5 월 15 일까지 전화(555-450-3898) 또는 이메일(rubyq@psu.edu)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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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BUILDINGS 

 

Go NYC: Group Bus Tours 

뉴욕 시에 가자: 단체 버스 투어 

 

전화: (212) 678-4532 주소: 먼로 가 40 

 

시간 장소 세부사항 

9:00 a.m. 호텔 저희가 호텔 입구로 여러분을 데리러 갑니다. 

9:30-10:30 a.m. 
세인트 패트릭 

성당 

이 아름다운 성당은 1879 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당은 뉴욕시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0:30-11:30 a.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선물 가게에 들를 예정입니다. 그 후에 102 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겁니다. 아래의 바쁜 길거리에서 1,050 피트 높이인 곳에서 

뉴욕시를 내려다봅시다. 

11:30-1:30 p.m. 
점심 식사 및 

센트럴 파크 산책 

센트럴 파크는 뉴욕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녹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카페에 있는 바깥 자리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1:30-4:30 p.m. 
뮤지엄 마일 

(박물관) 

5 번가 이 지역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포함해서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4:30-6:00 p.m. 
매디슨 스퀘어 

가든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경기장이면서 극장이기도 합니다! NBA 의 

뉴욕 닉스 팀이 이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여는 콘서트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6:00-7:30 p.m. 
리틀 이탈리아에서 

저녁 식사 

미국에서 최고의 이탈리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토비라는 곳의 피자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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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FOOD 
 

Breakfas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아침 식사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한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다른 것들을 먹는다. 

 

★ 콜롬비아 

콜롬비아인들은 아침 식사로 아레파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아레파는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 빵 위에 계란, 고기, 

잼을 올린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요리는 우유와 달걀로 만든 수프다. 

 

★ 영국 

영국인들은 아침에 그저 차 한 잔만 마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따뜻한 아침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영국인들은 

그 아침 식사를 "fry-up"이라고 부르는데, 음식을 스토브에서 튀기기 때문이다. 이 fry-up 에는 베이컨과 달걀, 

토마토, 다진 버섯, 그리고 소시지가 들어간다. 

 

★ 한국 

한국식 아침 식사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매 끼니에 한국인들은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다양한 채소를 먹는다. 

 

★ 브라질 

브라질 사람들은 진한 커피와 우유로 잠을 깬다. 그것과 함께, 그들은 종종 버터와 치즈를 곁들인 빵을 먹는다. 

때로는 그들은 검은콩과 고기로 만든 수프를 먹는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침으로 무엇을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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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FOOD 
 

Alex’s Food Diary 

알렉스의 식단일기 

 

오늘의 일기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적고 있어. 난 건강한 식사와 간식만 먹을 거야! 

 

1 일 차  

아침 식사로 차와 레몬, 그리고 멜론 절반을 먹었어. 점심에는 샐러드와 치즈 샌드위치만 먹었고. 저녁은 

맛있었어. 엄마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주셨거든. 스파게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파스타 조금 먹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어. 

 

2 일 차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아침을 먹었어. 점심으로는 식당에서 햄버거를 줬는데, 햄버거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오렌지를 먹고 우유도 조금 마셨어. 배부르지는 않았지만, 햄버거를 먹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녁에 우리는 치킨을 먹었어. 나는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쿠키 하나를 먹었어. 쿠키 한 개면 나쁘지 않지, 

그렇지? 

 

3 일 차 

오늘 식단은 잘 지켜지지 않았어.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서 베이글을 세 개나 먹었거든. 점심에는 피자와 

밀크셰이크를 먹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은 저녁으로 바비큐를 먹었어. 나 너무 많이 먹었지! 건강한 식사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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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SHOPPING 

 

Be a Smart Shopper 

똑똑한 쇼핑객이 돼라 

 

슈퍼마켓들은 손님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속임수가 여기 있다. 

 

★ 상점들은 창문에 SALE 표시를 붙인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품 가격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슈퍼마켓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것이다. 

 

★ 슈퍼마켓들은 입구에 커다란 카트를 놓기도 한다. 그 카트가 클수록 쇼핑객들은 상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 입구 근처에는 보통 과일과 채소, 빵과 케이크가 있다. 예쁜 색감과 맛있는 냄새 모두 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다. 

 

★ 상점들은 비싼 음식을 팔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비싼 음식들은 다른 브랜드들 사이에서 찾기가 더 쉽다. 

가격이 더 저렴한 음식은 높거나 혹은 낮은 진열대에 놓여 있어서, 쇼핑객들은 그 음식들을 고르지 않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상점들은 손님들이 돈을 내는 곳에 사탕과 잡지를 전면에 배치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손님들은 그것들을 살 것이다. 

 

★ 똑똑한 쇼핑객이 되어라. 다음 번에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갈 때 이런 속임수들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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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SHOPPING 

 

Nora’s Shopping Trip 

노라의 쇼핑 여행 

 

노라: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와, 너 아침 내내 쇼핑몰에 있었네. 뭘 샀는데? 

노라: 원피스랑 액세서리 몇 개를 샀는데, 진짜 예뻐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 어머, 그러네. 액세서리가 예쁘네. 그리고 이런 옷은 지금 굉장히 유행이잖아. 어디서 찾았니? 

노라: 에밀리아의 가게라는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고르는 

게 힘들었어요. 엄마 카드 쓰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그래서 얼마였는데? 

노라: 어, 음, 여기 영수증이요. 

엄마: 어디 보자… 뭐?! 이런!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구나. 다 환불해. 

노라: 그런데요 엄마, 에밀리아가 세일 중이었어요. 전부 할인해서 산 거라 반품이 안돼요. 

엄마: 그렇구나. 이 가게는 지금 직원을 뽑고 있니? 

노라: 네, 거기엔 "구인"이라는 팻말이 있어요. 거기는 영업 사원이 더 필요하대요. 근데 왜요? 

엄마: 가자. 에밀리아의 가게에 데려다 줄 테니, 네가 산 거 갚을 때까지 거기서 일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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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FASHION & CLOTHING 

 

Making a Donation 

기부하기 

 

브래들리: 엄마? 제 교복 보셨어요? 엄마가 교복 빤 것 같아서요. 

엄마: 네 재킷이랑 바지는 세탁실에 널어놨어. 오늘 밤에는 네 셔츠랑 타이를 다릴거야. 

브래들리: 고마워요, 엄마. 아, 제 카디건도 세탁하셨어요? 겨울학기 때 학교에 가져가야 하거든요. 

엄마: 어! 아니, 세탁 안 했어. 네 스웨터를 빨긴 했다만. 내일 그 스웨터 입으면 안 될까? 

브래들리: 네, 괜찮을 거예요. 

엄마: 그런데, 아들… 기부하고 싶은 옷들은 골랐니? 

브래들리: 네. 제 침대에 오래된 티와 청바지가 있어요. 그 옷들을 기부해주세요. 아! 오래된 정장도 기부하셔도 

돼요. 더는 저한테 맞지 않거든요. 

엄마: 좋아. 미란다 너는? 

미란다: 음… 기부할 오래된 타이츠와 스웨터가 있어요. 

엄마: 그 구멍 난 것들 말이니? 얘 미란다… 

미란다: 네? 누군가는 계속 입을 수 있는데요… 

브래들리: 하! 누구도 네 낡아빠진 타이츠를 입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엄마: 브래들리! 

미란다: 좋아요! 제가 집에 가면 물건 좀 몇 개 골라놓을게요. 기부할 수 있는 벨트들이 몇 개 있어요. 안 입는 

잠옷이랑 청재킷도 있고요. 

엄마: 좋아. 둘 다 조금 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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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FASHION & CLOTHING 
 

What a Mess! 

난장판이네! 

 

클라라: 칼라, 너무 지저분하잖아! 네 반바지랑 바지, 치마와 블라우스가 모두 한데 뒤섞여 있어. 

칼라: 그러게, 내가 필요한 건 절대 찾을 수 없다니까. 

클라라: 우선, 네 옷 전부 바닥에 크게 쌓아. 

칼라: 신발이랑 속옷도? 

클라라: 응, 그리고 부츠랑 지갑. 전부. 

칼라: 좋아, 그 다음에는? 

클라라: 이 못생긴 장갑과 스카프 같은 것들은 다 치우고… 

칼라: 야, 그것들은 우리 할머니가 뜨신 거야! 

클라라: 아, 미안. 이건 보관해 둬. 이 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칼라: 음… 

클라라: 그럼 버려. 이렇게 다 하고 나선, 계절별로 정리할 거야. 봄이니까 따뜻한 외투들은 상자들에 넣어둘 

거고. 그래도 네 비옷이랑 수영복은 보관해둘게. 또… 이제 모두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칼라: 고마워! 

클라라: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마리 콘도의 책에서 배운 거거든.  

클라라: 그 책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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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4. ARTS & MEDIA 

 

Live in Concert 

라이브 콘서트 

 

기자: 안녕하세요. 채널 12 TV 뉴스의 프레이저 배럿입니다. 저는 시티 스타디움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밤 

남성 그룹 CPB 가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그럼 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실례합니다. 

여러분은 CPB 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팬 1: 음, 저는 케이팝(한국 대중 가요)을 좋아하고요. CPB 가 최고예요! 

팬 2: 맞아요. 그들은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해요. 또 그들은 춤도 굉장히 잘춰요. 

기자: 그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CPB 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팬 1: 2013 년부터였어요. CPB 는 2014 년에 첫 앨범을 녹음했죠. 저는 그들의 앨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자: CPB 는 곡 작업을 직접 하나요? 

팬 1: 네, 대부분이요. 

팬 2: CPB 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신념과 책,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도 노래해요. 그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다면,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팬 1: 저는 루카스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루카스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팬 2: 제 최애 멤버는 JW 예요. 그는 춤을 최고로 잘 춰요. 

기자: CPB 는 악기도 연주하나요? 

팬 1: 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보통은 안 해요. 

팬 2: 맞아요.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느라 무척 바빠요. 

기자: 자, 이제 곧 무대가 시작되겠습니다. 콘서트를 신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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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ARTS & MEDIA 

 

Why Read Comic Books? 

왜 만화책을 읽을까? 

 

미카: 나 새 만화책 좀 살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조엘: 아니. 난 만화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만화책은 마법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는 바보 같은 허구 이야기일 

뿐인걸. 

미카: 잠깐. 장난해? 네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만화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란 걸 알긴 해? 지난 주에, 너 나랑 같이 

어벤져스 영화들을 몰아서 봤잖아. 

조엘: 그래, 하지만 영화는 달라. 그 영화 시리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 그 배우들은 아이들이 

보는 잡지에나 실리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고. 

미카: 야, 만화책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예술이야. 이 스파이더맨 그림 좀 봐봐. 만화가들은 재능이 뛰어나. 

그 만화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화가이기도 해. 

조엘: 음… 이 그림 꽤 괜찮은걸. 이거 스파이더맨 영화 포스터로 사용해도 될 정도잖아.  

미카: 그 만화책은 스파이더맨: 챕터 원이라고 해. 원하면 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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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 NATURE 

 

The Survivor 

생존자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생존자: 저는 교외에서 제 개와 함께 하이킹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햇살이 비추어 기온이 봄 같았어요. 제 개가 

땅을 파며 즐거워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소리가 

들렸어요. 제 개가 보통은 비나 눈, 안개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한데 개가 천둥을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무 밑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날씨는 더 나빠졌어요. 나중에 해가 진 

후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진 듯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갑자기 불이 났죠.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렸죠. 

기자: 와! 여기에 계신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생존자: 제가 봤을 땐 번개가 나무와 저를 친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저 죽을 뻔했 어요… 그런데 마법처럼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오! (좋아!, 중국어로 좋다는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