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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s of Reason

 

August 5, 1949 was one of the hottest days in the 

recorded history of Montana, U.S.A.

A thunderstorm had swept across the area and' 

started a small fire in Mann Gulch. A team of 16 

smoke jumpers were sent to fight the fire. 

Under the command of Captain Wag Dodge, the 

group jumped into a valley where some trees were 

burning on the opposite side. 

Their mission was to cut down the trees on the hill 

and, make a fire line to stop the fire. Until then, 

nobody had expected that this small fire would bring 

a disaster.

As the men headed down the valley, however, the 

wind shifted its direction. The fire was beginning to 

grow, burning toward them rapidly. 

Realizing the pressing danger Captain Dodge told 
임 박 한

his men to drop their heavy tools and run. It 

seemed all they could do to survive was run to the 
(to) run

ridge.
산등성이

 

이성의 사용

1949년 8월 5일 미국, Montana 주에 기록된 역

사상 가장 더운 날 중 하루였다. 

뇌우가 그 지역 전체를 휩쓸었고 Mann Gulch에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열여섯 명의 삼림 소방대원 

팀이 그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Wag Dodge 대장의 지휘 아래, 그 팀은 몇 그루의 

나무가 불타고 있는 골짜기의 반대편으로 뛰어들었

다. 

그들의 임무는 불을 멈추기 위해 언덕 위의 나무를 

베고 방화선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아무도 

이 작은 화재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원들이 골짜기 아래로 가고 있을 때, 바

람이 방향을 바꿨다. 

불길이 순식간에 그들 쪽으로 타오르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여, Dodge 대장은 

대원들에게 무거운 장비를 내려놓고 달리라고 말했

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는 

산등성이로 달려가는 것뿐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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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men were running up the valley, however, 

Dodge stopped running. He watched the fire burn  
t o r u n ( X ) to burn (X)

closer and closer to them with his feet stuck on the 
sticking (X)

ground. It was less than 50 yards away. 

He realized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run faster 

than the fire even if they ran as fast as they could. 

At this desperate moment, Dodge came up with an 

idea. He tested the air, checking the direction of the 

wind. 

To everyone's surprise, he took out a match and lit 

an area of grass in front of him. The fire quickly burnt 

out, providing him and his men with an area of ash 

where they would be safe from the frightening 

flames. 

He ordered everyone to lie down in the area he had 

burnt. What Dodge did was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tried before, so none of them followed 

his order. 

The fire was going to reach them in less than 30 

seconds. Lying down on the grass must have 
Laying (X) should (X)

sounded like nonsense.

번역

하지만, 대원들이 골짜기 위로 달려가는 동안, 

Dodge는 달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두 발을 땅에 

딛고 꼼짝하지 않은 채로 불길이 점점 더 그들 가까

이로 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과 50야드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불

길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절박한 순간에, Dodge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공기 상태를 

점검했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성냥 하나를 꺼내서 그의 앞

쪽에 풀이 있는 구역에 불을 붙였다. 이불은 재빨리 

다 타버렸고, 그와 그의 대원들에게 위협적인 불길

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재만 남은 공간을 제공했다. 

그는 모두에게 그가 불태운 구역에 엎드리라고 명

령했다. Dodge가 한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그들 중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불길이 30초 이내에 그들에게 닿을 것이었다. 잔디 

위에 엎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음

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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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alone, Dodge quickly lay down on the burnt 

soil. As the flames approached him, he covered his 

mouth with a wet handkerchief in order not to 

breathe in the smoke.

As the fire surrounded him, Dodge closed his eyes 
s u r r o u n d i n g ( X )

and tried to breathe from the thin layer of oxygen 

that remained near the ground. 

Several painful minutes passed, and Dodge 

survived the fire unharmed. Sadly, with the 

exception of two men who found shelter in a small 

crack in a rock, all of the other men died in the awful 

fire.

Chased by the frightening fire, the men could only 
Chasing (X)

think about their desperate need to escape. 

The panic narrowed their thoughts to the most basic 

instinct, which was to run away from the flames. 

번역

혼자 남겨진 Dodge는, 불에 탄 흙 위에 재빨리 엎

드렸다. 불길이 그를 향해 다가오자, 그는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감

쌌다. 

불길이 그를 에워 싸자, Dodge는 눈을 감고 땅 가

까이에 남아 있는 얇은 층의 산소로 숨을 쉬려고 애

를 썼다. 

고통스러운 몇 분이 흘렀고, Dodge는 그 화재에서 

다치지 않은 채로 살아남았다. 애석하게도, 바위 작

은 틈새에 대피처를 찾은 두 대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대원들은 끔찍한 불길에 사망했다.

무서운 불길에 쫓길 때, 대원들은 오직 탈출할 간절

한 욕구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극심한 공포는 그들의 사고를 가장 기본적인 본능

으로 좁혔는데, 그것은 그 불길로부터 달아나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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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oment must have been frightening for Dodge, 

too. Unlike the other men, however, Dodge was 

able to resist the instinct and remain calm.

 He turned to his reason, the part of the conscious 

mind that is capable of deliberate and creative 
신 중 한 . . .

thinking. 

In other words, he focused on finding a new 

solution. Like Dodge's case, brilliant ideas can be 

brought when we regulate our emotions. 

 

We can use our reason to reach creative solutions 

in any crisis. Don't be frozen by panic when you 

face a difficult problem. 

Instead, step back and turn your attention to possible 
연결사 추론문제

solutions. In this way, you can come up with ideas 

that may help you deal with the situation.

번역

그 순간 Dodge에게도 공포스러웠을 것임이 틀림

없다. 하지만, 다른 대원들과는 달리, Dodge는 본

능에 굴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신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식적

인 마음의 한 부분인 이성에 의지했다. 

다시 말해, 그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

다. Dodge의 경우처럼, 기발한 생각은 우리가 감

정을 조절할 때 얻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두려움으로 얼어붙지 마라.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가능성 있는 해결책에 주

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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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Reading

Eureka moments often occur when a person feels 

stuck. Feeling stuck simply means that the degree of 

difficulty of a problem is beyond being solved. 

But the solutions to difficult situations can come to 

us when we control our emotions.
조 절 하 다

How can we control our emotions? The answer is 

surprisingly simple: by thinking about them . 
our emotions

Our brain has a network of rational parts centered in 

the prefrontal cortex. 

It allows us to think carefully. We can try to figure 

out what we feel and why we feel that way.

Moreover, the cells of the prefrontal cortex are so 

flexible that they can process whatever kind of data 
유 연 한

they're told to do.

When our attention shifts, these cells change their 

focus, too. The result is that the prefrontal cortex lets 

us consciously analyze any type of problem from 

any angle. 

Instead of responding to our emotions, we can 
대 신 에 반 응 하 다

concentrate on things that might help us come up 
떠 올 리 다

with a solution.This helps us get creative and think 

about the problem in a new way.

번역

유레카의 순간은 흔히 사람이 꼼짝 못하는 기분을 

느낄 때 일어난다. 꼼짝 못하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

은 간단히 어떤 문제의 난이도가 해결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감정

을 조절할 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정답은 

놀랄 만큼 간단하다: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에는 이성적인 부분의 네트

워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

리가 무엇을 느끼며 왜 그와 같이 느끼는지 알아내

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게다가, 전전두엽의 세포들은 매우 유연해서 처리

하도록 당부 받은 어떤 종류의 정보든지 처리할 수 

있다.

우리의 주의가 전환되면, 이 세포들 또한 초점을 바

꾼다. 그 결과 전전두엽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

를 어떤 각도에서든 의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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