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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enying that friendship on the job usually 

interferes with performance. 
방 해 가 된 다 업 무 수 행 에

①It is natural to want to employ your friends when 

you find yourself in time of need because you know 

them and cannot depend on a stranger. 

②However, truth be told, you do not know your 
사실을 말 하자면

friends as well as you imagine. 

③Your friends can be very valuable resources in 
귀 중 한

answering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your life. 

④The more favours and gifts you supply to your 
호 의

friends, the less gratitude you receive. 

⑤It has been discovered that when some of your 

friends who directly report to you become your best 
보 고 하 다

friends, you might sometimes need to tolerate poor 
참 다

performance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형 편 없 는

relationships. 

친구를 고용하는 것의 위험성

일할 때는 우정이 대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없다. 

여러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친구를 고용하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알고 있고 

낯선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친구를 잘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매우 귀중한 자

산이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더 많은 호의와 선물을 제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적게 받게 된다. 

여러분에게 직접 보고하는 여러분의 몇몇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때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편없는 업무 수행

을 참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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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folks feed birds by putting out store-bought 

seeds, but a better way to provide food is via your 

wildlife plantings. 

If you can grow a variety of plants so that seeds and 

fruits are available year-round, it will be easier for 

both you and the birds. 

① Then, even if you are not home, the birds will be 

provided for. 

② And you will not feel the need to trudge out to the 
터벅터벅 걷다

feeder during a snowstorm if the birds can find food 
먹 이 통

in your wildlife garden. ③ Snow can protect animals 

and plants by acting like a warm blanket. 

④ Therefore, when planning your garden, grow a 

variety of plants whose fruits or seeds ripen from 

early spring to fall. 

⑤ Some late-bearing plants will hold on to their fruits 

and seeds well into winter,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most difficult time of 

year for all animals to find food.  

*trudge 터벅터벅 걷다

번역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산 씨앗을 내다 놓음으로

써 새 들에게 먹이를 주지만 먹이를 주는 더 나은 

방법은 여 러분이 심은 야생 식물에 의한 것이다. 

씨앗과 열매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새들 둘 

다에게 더 편할 것이 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없어도 새들은 (먹이를) 제 

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여러분의 야생 식물 정 원에서 먹이

를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눈보라가 몰아 칠 때 

(새의) 먹이통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가야 할 필 요

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눈은 따뜻한 담요처

럼 작용함으로써 동물과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을 계획할 때 이른 봄에서 가을에 이르

기까지 열매 나 씨앗이 익는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

라. 

열매를 늦게 맺는 몇몇 식물은 겨울이 아주 깊을 때

까지 열매와 씨 앗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

은 몹시 중요한데, 이때가 한 해 중 모든 동물이 먹

이를 찾기가 가장 어려 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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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factor that greatly affects human emotion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strong political tool. Many 

times, throughout history, religion has been this 

factor. 

① In a more modern example, we see that sports 

were not only used for political ends in ancient 
목 적

history, but they continue to be used this way even in 

modern times. 

② For instance, when Hitler rose to power in 
권 세 를 얻다

Germany, he claimed that the German race was the 
주 장 했 다

most supreme race in the world. 

③ As  he tried to use every means available to 
Because 수 단 목적

convince the world of his views, sports were not an 

exception. 
예 외

④ In this case, it is said that sports served 
경 우 에

diplomatic functions contributing to cultural 
외 교 적 인 이 바 지 하 는

understanding and world peace. 

⑤ However, America was eager to prove him 
입 증 하 다

wrong, and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the two 
뿐 만 아 니 라

opponents waged war in the sports arena.  
전쟁을 벌였다

*supreme 최고의

번역

인간의 감정에 대단히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요인이

라 도 사실상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역사 를 통틀어 많은 경우에, 종교가 이런 요인이었

다. 

더 현대적인 예에서, 우리는 스포츠가 고대의 역사

에서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 대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는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최고의 종족이라고 주장했 

다. 

그가 온 세계에 자신의 관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가 

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스포

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경우에, 스포츠가 문화적 이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외교적 기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그가 틀렸다는 것을 간절히 입증하

고 싶어 해서, 그 두 상대는 전장뿐만이 아니라 스

포츠 경기 장에서도 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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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resembles theater in several ways, but it does 

not serve  the same need as theater. 
요구를 채워 주는

①Why do we prefer to attend our children's 

weddings in person, when we could stay at home 

and watch a videotape or a DVD of the event? 

②Why pay a high price for tickets to the big game, 

drive for hours, and then burn in the hot sun on a 

hard stadium seat, when you could see the game 

closer up on TV? 

③Theater is immediate, its actions present to 
직 접 적 이 며 현 존 한 다

participants and audience. ④Theater appears to be 

in such dark eclipse that it has no popular audience. 
암 울 한 퇴 색 기

⑤And in the theater you are part of a community of 

watchers, while in a cinema you are alone, or alone 

with your partner, whose hand you squeeze from 
움 켜 쥐 다

time to time.

연극이 지닌 특성과 매력

영화는 여러 면에서 연극과 비슷하지만, 연극과 동

일한 요구를 채워 주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집에 머무르며 자녀의 결혼식 비디 오테

이프 또는 DVD를 볼 수 있는데도, 몸소 그 행사에 

참석하는것을 선호하는가? 

왜 (우리는) TV로 빅게임을 더 가깝게 볼 수 있는데도, 

그 게임의 관람권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여러 시간 

운전을 하며, 그런 다음에는 딱딱한 경기장 좌석에 앉

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부를 햇볕에 태우는가? 

연극은 직접적이며, 그 행위는 참여자와 관객에게 

현존한다. (연극은 참으로 암울한 퇴색기에 처하여 

대중적인 관객이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여러분이 관객 공동체의 일부인 

반면에, 영화관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혼자이

거나 이따금 여러분이 손을 꽉 움켜쥐는 파트너와 

함께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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