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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umans have an extraordinarily large capacity / for 
능 력

recognizing faces, voices, and pictures. 

인간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얼굴, 목소리, 그리고 사진을 인

식하는. 

As we wander / through a stream of sights, sounds, 
시 내 , 흐 름

tastes, odors, and tactile impressions, / some novel and 
인 상 들 새 로 운

some previously experienced, / we have little trouble 

telling the two apart. 

우리가 거닐 때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소리, 맛, 냄 새, 그리고 촉각

의 인상들 속을, / 일부는 새로운 것이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한 것인데, / 

우리는 그 두 부류를 구별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In a remarkable experiment, / participants were shown 

10,000 pictures for five seconds each.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 참가자들에게 5초 동안 각각 10,000장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 

Two days later, / they correctly identified 8,300 of them.

이틀 후에, / 그들은 8,300장의 사진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No computer program to date /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 as well as a human child can. 

지금까지 어떤 컴퓨터프로그램도 /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인간 아

동만큼 잘.

 Why is this?

왜일까?  

인간은 얼굴, 목소리, 그리고 사진을 인식하

는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소리, 맛, 냄 새, 

그리고 촉각의 인상들 속을 거닐 때 일부는 

새로운 것이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한 것인

데, 우리는 그 두 부류를 구별하는 데 거의 어

려움을 겪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5초 동안 각각 10,000장의 사

진을 보여 주었다. 이틀 후에 그들은 8,300

장의 사진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어

떤 컴퓨터프로그램도 인간 아동만큼 얼굴 인

식을 잘 수행하는 것은 없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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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Humans are among the few species / whose unrelated 

members exchange favors, / such as trading goods, 

engaging in social contracts, or forming organizations.

 인간은 몇 안 되는 종 중의 하나이다 /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 간에 호의적 

행위를 주고받는 / 구체적으로 물건을 교환하고, 사회적 계약에 참여하고,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If we were not able to recognize faces, voices, or names, / 

we would not be able to tell / whom we’d encountered 

previously, / and as a consequence, / not recall who 
기 억 하 다

treated us fairly and who cheated. 

만일 우리가 얼굴, 목소리, 이름을 인식할 수 없다면 , / 우리는  구별할 수

가 없을 것이며 /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 그 결과, / 누가 우

리를 공정하게 대하고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Hence, / social contracts of reciprocity / - “I share my food 
호 혜 , 상 호 관 계 나누다,주다

with you today, and you return the favor tomorrow” - / 

could not be reinforced. 

따라서, / 사회적 상호 관계의 계약은 /  - “오늘 내가 내 음식을 너와 나누

고 너는 내일 그 신세를 갚아.” 와 같은 - /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 간에 물건을 교

환하고, 사회적 계약에 참여하고, 또는 조직

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호의적 행위를 주고받

는 몇 안 되는 종중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얼굴, 목소리, 이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

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 결과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고 누가 우리를 속였는

지를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내가 내 음식을 너와 나누고 너는 내일 그 신

세를 갚아.”와 같은 사회적 상호 관계의 계약

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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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member, / the dwarves were the ones who saved 
난 쟁 이 들

Snow White / when she was down. 

기억하라, / 백설 공주를 구해준 것은 바로 난쟁이들이었다는 것을 / 그녀

가 힘들 때

And it wasn’t her pretty face / that won their loyalty, / but it 
충 성 , 충 직

was her hard work. 

그리고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 그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은, / 바로 

그녀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다. 

She didn’t groan and moan / about working as a 
투덜거리다

housekeeper, / even though she was born a princess. 

그녀는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 / 살림을 맡아 해주는 사람으로 일

하는 것에 대해, / 비록 공주로 태어났지만. 

She did her work cheerfully / and made herself 

indispensable / to the dwarves. 
없 으 면 안 되 는

그녀는 활기차게 일했고 /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신을 만들었다 / 난쟁

이들에게. 

And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직업에서 해야 할 일이다. 

 Never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 that only higher-ups 

can help you.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 높은 사람들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설 공주가 힘들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은 바

로 난쟁이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

고 그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열심히 일한 덕분

이었다.  그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살림을 

맡아 해주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투덜

거리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활기차

게 일했고 난쟁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로 자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 직업에서 해야 할 일이다. 높은 사람들만

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실수를 범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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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 - and even coworkers 

동 료 들

who are lower in the company hierarchy - / is always 
직 급 , 위 계 질 서

worthwhile.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 -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직급에

서 더 낮은 동료들로부터 - / 항상 가치 있다. 

If you’re having difficulty with your immediate boss, / a 

human resources manager or a senior boss / will often 

consider / what others say about you.

여러분의 직속 상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인사과 매니저나 혹은 더 

높은 상사들은 / 자주 고려할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

게 말하는지를. 

Peer support can be important / in saving your situation.

동료들의 지지는 중요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상황을 구제하는 데.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직급에

서 더 낮은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항상 가치 있다.  여러분의 직속 상사와 어려

움을 겪고 있다면, 인사과 매니저나 혹은 더 

높은 상사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여

러분의 상황을 구제하는 데 동료들의 지지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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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ppling dominoes is pretty straightforward.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꽤나 단순하다. 

 You line them up / and tip over the first one.

그것들을 줄에 맞춰 세우고 /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리면 된다. 

 In the real world, / though, it’s a bit more complicated.

실제 세상에서는, / 하지만, 그건 약간 더 복잡하다. 

The challenge is / that life doesn’t line everything up for us 

and say, / “Here’s where you should start.” 

문제는 ~이다 / 삶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세우고 말해 주지 않는다

는 것이다, /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Highly successful people know this.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So every day they line up their priorities anew, / find the 
새 롭 게

lead domino, / and whack away at it until it falls.

그래서 매일 그들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줄 세우고, / 선두의 도미

노를 찾고, / 그것을 철썩 때린다 그것이 쓰러질 때까지. 

Why does this approach work? 

이러한 방식이 왜 작동할까? 

 Because extraordinary success is sequential / not 

simultaneous.
동 시 의

비범한 성공은 순차적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꽤나 단순하다. 그

것들을 줄에 맞춰 세우고 첫 번째 것을 쓰러

뜨리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약간 

더 복잡하다. 문제는 삶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세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

고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그

들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줄 세우고, 

선두의 도미노를 찾고, 그것을 철썩 때려 쓰

러뜨린다. 이러한 방식이 왜 작동할까? 비범

한 성공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

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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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hat starts out linear becomes geometric. 

직 선 의 기하의,기하급수적인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이 된다. 

 You do the right thing / and then you do the next right 

thing.

여러분은 옳은 것을 하고 / 그러고나면 다음의 옳은 것을 하게 된다. 

Over time it adds up, / and the geometric potential of 

success / is unleashed. 
풀려지는 ,촉발되는

시간이 흘러 이것은 쌓이고, / 기하급수적인 성공의 잠재력이 / 펼쳐지게 

된다. 

The domino effect applies to the big picture, / like your 

work or your business, / and it applies to the smallest 

moment in each day / when you’re trying to decide what 

to do next.

도미노 효과는  큰 그림에 적용되고, /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과 같은, / 그

리고 매일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지 결

정하려고 노력하는.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이 된다. 여

러분은 옳은 것을 하고 나면 다음의 옳은 것

을 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이것은 쌓이고 기

하급수적인 성공의 잠재력이 펼쳐지게 된다. 

도미노 효과는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과 같은 

큰 그림에 적용되고,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

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매일의 가장 작은 순

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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