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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Compound interest has been called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with good reason. 

People have noticed its magical power of turning a 
few dollars, invested wisely, into millions. 

Amazed by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Albert 
Einstein once said, "It is the greatest mathematical 
discovery of all time."

Compound interest is defined as interest that is paid 
on the original sum plus all of the previously earned 
interest. 

This means that if you invest any amount of money, 
it will continuously grow at an ever-accelerating 
rate. 

For example, if you invest $100 at a 10% interest 
rate, after a year in the bank, the $100 investment 
will grow 10%, to $110. 

One year later, the $110 earns another 10%, to 
make it $121. 

The $10 of interest that you earned in year one 
starts earning its own interest in year two. 

복리의 힘

복리는 타당한 이유로 세계의 제8의 불가사의라고 
불려 왔다. 

사람들은 현명하게 투자되면 몇 달러를 수백만 달러
가 되게 하는 그것의 마술적인 힘에 주목해 왔다. 

복리의 힘에 놀라서, Albert Einstein은 언젠가 “그
것은 역대의 가장 훌륭한 수학적 발견이다.”라고 말
했다.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전에 번 이자 모두를 더 한 것
에 지급되는 이자로 정의된다. 

이것은 만약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
이 자꾸 가속화되는 비율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10%의 이율로 100달러
를 투자한다면, 투자한 지 일 년 후에 100달러의 투
자금은 10% 늘어나 110달러가 될 것이다. 

일 년 후, 110달러는 또 다른 10%의 수익을 올려 
121달러가 된다. 

첫해에 여러분이 번 10달러의 이자는 두 번째 해에 
그 자체의 이자를 벌기 시작한다.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2016. 11. 9.

실용영어 두산(김성곤) 3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t the beginning of year three, you now have $21 
that is capable of earning interest. 

If this process continues over many years, your 
original money can result in a huge sum.

Benjamin Franklin thoroughly understood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When he died in 1790, he left his money to various 
family members and friends. 

He also left $5,000 each to Boston and Philadelphia 
under the condition that both cities should invest 
the money. 

In his will, Franklin added strict instructions on how 
the money should be handled. 

For the first 100 years, the money would be loaned to 
married craftsmen under the age of 25 to help them 
start their businesses. 

The borrowers were to pay back the loans at a 5% 
interest rate, compounded yearly, over 10-year 
periods. 

Each city's fund operated according to Franklin's will 
and the money continued to grow.

번역

세 번째 해 초에, 여러분은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21달러를 갖는다. 

만약 이 과정이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된다면, 여러
분은 원금은 거액이 될 수 있다.

Benjamin Franklin은 복리의 힘을 충분히 이해했
다. 

그가 1790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여러 가족들과 친
구들에게 자신의 돈을 남겼다. 

그는 또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그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각각 5,000달러씩을 남겼다. 

유언장에서, Franklin은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지시를 덧붙였다. 

처음 100년 동안은 25세 미만의 기혼인 수공업자들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돈을 빌려 주
었다. 

대출자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복리로, 5%
의 이율로,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각 도시의 자금은 Franklin의 유언에 따라 관리되어 
계속해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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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l stated that after the first 100 years, each city 
was permitted to withdraw 75% of the funds to use 

인 출 하 다

for public works, such as bridges, roads, and school 
buildings. 

The remaining money was to be reinvested for 
another 100 years at the same interest rate. 

By 1991, each city's money had grown to more than 
$20 million. 

The Franklin money helped build a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in Philadelphia, a trade school in 
Boston and funded hundreds of scholarships. 

Some of the Franklin money is still being invested 
today and grants  are still being made after 200 

endowment 기금

years.

This story shows / compound interest can have a 
dramatic effect on the growth of an investment. 

The longer you keep your money invested, the 
greater the compound interest. 

Although you probably won't keep your money 
invested for a hundred years, the compound interest 
can still work miracles for you. 

So, start saving today, invest wisely, and make your 
money work for you!

번역

유언에는 처음 100년 후에 각 도시가 다리, 도로, 학
교 건물 등과 같은 공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그 자
금의 75%를 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남은 돈은 같은 이율로 다시 100년 더 재투자되어야 
했다. 

1991년까지, 각도시의 돈은 각각 2천만 달러 이상
까지 늘어났다. 

Franklin의 돈은 필라델피아에 과학 기술 박물관을, 
보스턴에 무역 학교를 짓는 데 도움이 되었고, 수백 
개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Franklin 돈의 일부는 오늘날 여전히 투자되고 있고, 
보조금은 200년 후에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복리가 투자의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분이 돈을 오래 투자해 두면 둘수록, 복리는 더 
커진다. 

비록 여러분이 아마도 100년 동안 돈을 투자해 두지
는 않더라도, 복리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
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축하기 시작하고, 현명하게 투자하
여,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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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for the Poor

In 1974, Muhammed Yunus, a young professor of 
economics at a Bangladeshi university, was visiting a 
village to study its economic situations. 

On the third day, he heard a sad story from a 
woman who made her living by making chairs out 
of bamboo. 

The woman had to get loans from moneylenders to 
고 리 대 금 업 자

buy bamboo. 
• 대금업 money-lending / 사채 private money-lending/ 사
채업자 private moneylenders / 고리대금 private loans 
carrying high interest rates, usurious loans / 고리대금

고리 (높은이자 )의

업자 loan sharks

However, the interest rate was so high that little 
money was left to support her family even after she 
sold all the chairs. 

She couldn't borrow any money from the bank 
because she had nothing to guarantee that she 
would pay back the loan. 

So, she kept on borrowing from the moneylender 
and remained poor despite doing good business.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대학의 젊은 경제
학 교수인 Muhammed Yunus는 마을의 경제 사정
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셋째 날, 그는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
지하는 한 여자에게서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자는 대나무를 사기 위해서 고리 대금업자들에
게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의자를 모두 팔아도 자신
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녀는 대출금을 갚겠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 아무것
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
렸고, 장사가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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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us found another 42 women in need of money. 

He lent them money, saying they should pay it back 
whenever they could.

The total amount of money he lent them was twenty-
seven dollars, and he got all of it back. 

After this, Yunus lent money to women in other 
villages and he always got his money back. 

Two years later, Ynus founded the Grameen Bank, 
which means "village bank" in Bengali.

The Grameen Bank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banks 
in many ways. 

Traditional banks ar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동 격

more you have, the more you can borrow. 

However, the Grameen Bank gives priority to the 
poor, particularly the poorest women. 

Furthermore, the Grameen Bank does not make 
borrowers sign  legal contracts. 

to sign (X)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Loans are made based on trust. 

Finally, although interest on traditional bank loans 
is generally compounded, all interest on loans from 
the Grameen Bank is simple.

번역

Yunus는 돈이 필요한 다른 42명의 여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들이 돈을 갚을 
수 있을 때마다 갚으라고 말했다. 

그가 그들에게 빌려 준 돈의 총액은 27달러 였고, 그
는 그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후로, Yunus는 다른 마을의 여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줬고, 항상 자신의 돈을 돌려받았다. 

2년 후, Yunus는 Grameen 은행을 설립했는데, 그
것은 벵골어로 ‘마을 은행’을 의미한다.

Grameen 은행은 여러 면에서 기존 은행과 다르다. 

기존 은행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는 원칙에 기초를 둔다. 

하지만 Grameen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게다가 Grameen 은행은 대출자들에게 법적 계약
서에 서명하게 하지 않는다. 

대출은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존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적으로 복리로 계산되지만, Grameen 은행에서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단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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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he Grameen Bank lent over a billion dollars 
to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96% of them were 
women. 

They borrowed small amounts of money, 20 to 50 
dollars, to make and sell goods, or to start small 
businesses. 

They repaid their loans in small amounts on a weekly 
basis over a year. 

In a short time most of them were able to repay the 
loans. The repayment rate was better than 98%.

상 환

The success of the Grameen Bank has inspired 
similar projects in more than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Eve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the 
UK have begun to adopt the Grameen model to help 
fight poverty. 

At first, some people believed / it was an impossible 
idea to loan money to poor people without financial 
security. 

However, the Grameen Bank has shown that loans 
대 출 금

can even be given to the poorest of the poor to help 
them achieve their dreams.

번역

2008년에, Grameen 은행은 2백만 명 이상의 사람
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빌려 주었다. 그들 중 96%
는 여자였다.

 
그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
하기 위해 20달러에서 50달러의 적은 돈을 빌렸다. 

그들은 일 년에 걸쳐 매주 적은 금액으로 자신들의 
대출금을 갚았다. 

단시간에 그들 대부분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 
상환율은 98% 이상이었다.

 Grameen 은행의 성공은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고무시켰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도 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도
움이 되기 위해 Grameen 사례를 채택하기 시작했
다. 

처음에, 몇몇 사람들은 재정적 보장 없이 가난한 사
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Grameen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도
와주기 위해 그들에게 대출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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