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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to the Picture !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
What do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mean? !
!
It means that more information can be conveyed 
with a picture or an image than with a lot of text or 
talk. !
!
For many these days, it is most commonly used in a 
discussion of the mass media / to show that people 
pay more attention to visual forms than textual 
forms of the mass media.!
!
  Pictures can tell us about times when we were not 
living and places where we have not been. !
!
They can explain to us more intensely than words 
what life was like in the past. !
• what life was like in the past.= how life was in the past!!
They can also give us insights into historical figures: 
their personalities, their beliefs, and their struggles. !

!
In addition, pictures can take us to places where we 
are unable to go. !
!
Which would you prefer: a thousand-word description 
of the Eiffel Tower or a picture of it? !
!
Pictures can affect us in many ways: They can lead 
us to act, volunteer, donate, vote, or join a group. !
!
Sometimes, the photographers themselves are 
unaware of the impact that their photos may have 
on others.!

번역!

!!!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
그것은 많은 양의 글이나 말보다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
요즈음 이 말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문자 형태보
다 시각적 형태에 더 주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대중 매체 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쓰인다.!!
  !!
사진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와 우리가 가 본적
이 없는 장소에 대해 알려준다. !!!
사진은 우리에게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보다 
더 강렬하게 설명할 수 있다. !!!!
사진은 또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
다. 즉, 그들의 성격, 그들의 신념, 그리고 그들의 
투쟁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
게다가 사진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

!
여러분은 에펠 탑에 대한 천 마디의 설명과 사진 한 
장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는가?!!
  !
사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
진은 우리가 행동하게 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게 하거나 기부
하게 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단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때때로 사진작가는 자신들의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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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ictures thrill  an entire society so much that 

감동시키다

they are destined to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
!
Look at the following pictures, which screamed so 
high and wide that the entire world stopped / to take 

결과

notice.!
!
Einstein with His Tongue Out (Arthur Sasse, 1951)!
  !
Einstein certainly changed history with his work on 
modern science. !
!
And this picture changed the way history looked at 
Einstein. !
!
On his 72nd birthday on March 14, 1951, Einstein 
was visited by a long line of reporters and 
photographers. !
!
After being asked to smile for the camera a 
thousand times, he finally stuck out his tongue 
instead. !
!
This photo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photos / ever taken of Einstein.!
!
This image helped Einstein to become known as a 

일 조 했 다 . .

humorous person and gave us the message that 
brilliant geniuses are humans just like us. !
!
Thanks to this photo, the famous Nobel Prize winner 
would be remembered as much for his personality 
as for his work.!
만큼

!
!
!

번역!

어떤 사진들은 전 세계를 매우 감동시켜서 오랜 시
간 동안 기억되기도 한다. !!!
다음의 사진들을 보라, 이 사진들은 아주 강렬하고 
널리 알려져 전 세계가 멈추어 주목하게끔 되었다.!!!!
혀를 내민 아인슈타인!
  !
아인슈타인은 확실히 현대 과학에 대한 자신의 업
적을 통해 역사를 바꿨다. !!!
그리고 이 사진은 역사가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놓았다. !!!
그의 72번째 생일인 1951년 3월 14일, 아인슈타
인은 길게 줄지어 선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의 방문
을 받았다. !!!
카메라를 향해 웃어 달라는 부탁을 수천 번 들은 
후, 그는 마침내 웃는 대신 자신의 혀를 내밀었다. !!!!
이 사진은 여지껏 아인슈타인을 찍은 사진들 중 가
장 인기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되었다. !!!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이 유머 있는 사람으로 알려
지는 데 한몫했고, 우리에게 뛰어난 천재들도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
이 사진 덕분에, 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는 자신의 
업적만큼이나 그 성격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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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dhi at His Spinning Wheel (Margaret Bourke-
White, 1946)!
 !
 In 1946, Mahatma Gandhi was the ideological 

관 념 적 인

leader of a soon-to-be-independent India. !
!
The thin and frail man reading a paper in this picture 
gave a message to the world that a simple life and 
independence are what all humans should pursue.!
!
He chose the spinning wheel to be a symbol of 
those values and appealed to Indians / to create a 
cottage industry by spinning and weaving their 
own cloth, thereby taking on the struggle against the 
textile industry of England. !
!
His principles of nonviolence and civil disobedience 
won hearts all over a globe that had seen two World 
Wars within a period of just half a century.!
!
Dorothy Counts (Douglas Martin, 1957)!
  !
Dorothy Counts was fifteen years old when she 
became the first black student to attend Harding High 
School, an all-white high school in Charlotte, North 
Carolina. !
!
This picture was taken the morning of September 4, 
1957, when she and three other students broke the 

바로 그때..

“color barrier” that had not allowed them admission 
to Charlotte’s best school simply because they were 
black. !
!
!
!
!

번역!

물레 옆의 간디!
  !!!
1946년, 마하트마 간디는 곧 독립을 앞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
이 사진 속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마르고 허약한 남
자는 소박한 삶과 독립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추구
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 주었
다. !!
그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상징으로 물레를 선택
했고, 인도인들에게 직접 물레질을 하고 천을 짜게 
함으로써 가내 공업을 일으켜 영국의 방직 산업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
그의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 원칙은 고작 반세기라
는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은 전 세계
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로시 카운츠!
  !!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전교생이 백인이었던 
고등학교인 하딩 고등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을 때 도로시 카운츠는 그 당시 열다섯 
살이었다. !!!
이 사진은 그녀와 다른 세 명의 학생들이 샬롯에 있
는 최고 학교에 그들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
로 입학이 허용되지 않던 ‘인종 차별의 벽’을 깬 
1957년 9월 4일 아침에 찍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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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at day, a crowd greeted Dorothy Counts by 

맞 이 했 다

throwing rocks and screaming “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 !
!
Reporters and photographers came to record the 
conflicts. !
!
That’s Dorothy in the middle headed for Harding’s 

향 했 다 . . .

front door. !
!
This action challenged segregation, the practice of 

차 별 . . . . 관 습 . . . .

keeping people separated according to their race.!
!
Pictures make one see not necessarily what the 
photographers have seen but what they want us to 
see.(주제문) !
• not A but B: 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 Look there!” we say when we want to direct 
someone’s attention, and this is exactly what the 
photographs above do. !

위 의 . .

!
Each one of them displays an important story about 
human life. !
!!!!!!!!!!!!!!!

번역!

그날, 군중은 돌을 던지고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
가라.”라고 소리치며 도로시 카운츠를 맞이했다.!!!
많은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은 이 충돌을 기록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
하딩 고등학교의 정문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
는 사람이 도로시이다. !!!
이러한 도로시의 행동은 인종에 따라 사람을 구분
하던 관습인 차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사진은 꼭 사진작가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사진)이 우리로 하여금 보았으면 하는 것을 보도록 
한다. !!!!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할 때 “봐! 저기 봐!”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의 사진들이 보여 주고
자 하는 것이다. !!!
각각의 사진은 인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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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otograph of Einstein sticking out his tongue 
tells us that geniuses are just like us; the photograph 
of Gandhi sitting next to the spinning wheel tells us 
of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photograph of 
Dorothy Counts marching to Harding High School 
tells us of the struggle for equality.!
!
Photographs, by giving expression to a fact, give it 
meaning and, in doing so, can make the ordinary 
look extraordinary.!
• 빈칸추론 예상: expression, fact, the ordinary, 

extraordinary!!
We are living in a world filled with loads of visual 
messages. !
!
If we pay attention and focus, we can notice the 
hidden meaning in any photograph. !
!
So the saying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s true only when we read the picture.!

해석하다

• 빈카추론 예상: we read the picture!
!!!!!!!!!!

!!!!!!!!
번역!

혀를 내밀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은 천재들도 
우리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물레 옆에 앉아 있는 
간디의 사진은 우리에게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해 
말해주며, 하딩 고등학교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도로시 카운츠의 사진은 평등을 위한 투쟁에 대해 
말해준다.!
 !

!
사진은 사실에 표현을 더함으로써 그 사실에 의미
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보이게 하기도 한다. !!!!!
우리는 수많은 시각적 메시지로 가득 찬 세계에 살
고 있다. !!!
만약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떠
한 사진에서든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다. !

!
따라서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격언은 우리가 사진을 해석할 때에야 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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