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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It to Achieve It!

Hanna: Good morning, everyone. Our guest today is 

Daniel Reed, a famous motivational speaker who is 

going to tell us about how to achieve success. Thank 

you for joining us, Mr. Reed.

Mr. Reed: It's a pleasure to be here, Hanna.

Hanna: So, let's talk about motivation. We all know 

that it's hard to stay motivated. We're constantly 
m o t i v a t i n g ( X )

bothered by negative thoughts and anxiety about the 

future.

Mr.Reed: That's right. At some point, everyone 

experiences self-doubt and this can eat away           

at our motivation and even cause us to give up 

without really trying.

Hanna: Have you experienced such problems 

yourself?

Mr. Reed: Of course. I'm no different than anyone 

else. When I was a teenager, everything I tried 

seemed like too much trouble. I just didn't have the 
골 칫 거 리

energy to get going on anything. Then I came 

across a book on how to get motivated. It said 
m o t i v a t i n g ( X )

that the first thing I should do is set  some goals.
(to) set

• run into-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meet by chance, 

come across

성취하기 위해 보아라!

한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저희에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유명한 동기 부여 연설자, 대니얼 리드 선생님

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드 

선생님.

리드: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한나.

한나: 그럼 동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우리 모두 

동기 부여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

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

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받죠.

리드: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선 누구나 자신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동기를 갉아먹

고 심지어 정말로 시도해 보기도전에 포기하게 합

니다.

한나: 선생님도 그러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

요?

리드: 물론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십 대였을 때에는 제가 시도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골칫거리 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떤 것이든 계속할 힘이 없었죠. 그때 저는 

우연히 어떻게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지에 관한 책

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가장 먼저 해

야 할 일이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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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I thought, "Goals won't help; I have no 

energy!"  However, it promised that writhing some 

goals down on paper would help me start 

generating the energy and enthusiasm I'd need to 
목적

reach my objectives, so I decided to follow the 

writer's suggestions.

Hanna:  And did it work?
효과가 있다

Mr. Reed: It worked better than I expected. By 

following three simple steps, I was able to keep 

myself motivated and reach my goals.
m o t i v a t i n g ( X ) reach at (x)

Hanna:  What were the three steps?

Mr. Reed: First, I set a goal and wrote it down. 

Then, I vividly imagined how it  would look and 
가주어

feel to  reach that goal. Finally, I put a plan into 
진주어

action to reach the goal.
목적

Hanna: Can you explain  the steps one by one in 
explain about (X)

more detail?

번역

처음에 저는 “목표는 도움이 되질 않을 거야.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몇 가지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열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래서 

저는 그 저자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나: 그래서 효과가 있으셨나요?

리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간단한 단계들을 따름으로써 저는 스스

로 동기 부여된 상태를 유지하고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 그 세 가지 단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리드: 첫째로,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 그것을 적

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

떤 식으로 보이고 느껴질지 생생하게 상상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

획을 실행하였습니다.

한나: 그 단계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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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Reed: Of course, no problem. The first step is 

setting a goal. This is a powerful way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motivate yourself to turn that future 

into a reality. Goal setting gives you long-term vision 

and short-term motivation. 

By having clearly defined goals, you can measure 

how close you've come to achieving them, and 
closely (X)

then each bit of progress you make provides 
발 전 , 진 전

encouragement and increases your motivation.

Mr. Reed: Here are some points to remember when 

setting goals:

-Be clear and specific.

-Set a time limit.

-Break projects down into small units called 

"stepping-stone goals."

-Keep a written record of your progress.

Hanna: Can you give us an example of how these 

principles can be applied?

Mr. Reed: Of course. Let's suppose Susan's future 

goal is to be a reporter for a daily newspaper. Here's 

how she would break it down into smaller, more 
방 법

manageable goals.

번역

리드: 물론이죠, 그렇게 해 드리죠.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 생

각하고 당신 자신에게 그 미래를 실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은 당신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가짐으로써, 당신은 자신

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판

단할 수 있으며, 당신이 만든 각각의 작은 진전들은 

격려를 주고 당신의 동기를 증가시켜 줍니다.

리드: 목표를 설정할 때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사항

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시한을 설정하라

-계획들을 ‘디딤돌 목표들’ 이라는 이름의 작은 단

위로 쪼개라.

-당신의 진전을 기록으로 남겨라.

한나: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희에

게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리드: 물론입니다. 수잔의 미래 목표가 일간 신문의 

기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은 그녀

가 그것을 좀 더 작고 감당할수 있는 목표들로 나눈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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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s Goal: To Become a Reporter

Ten-year goal: To become a news reporter

Five-year goal: To volunteer for projects that a 

current news reporter is heading up

Three-year goal: To attend a university and major 

in journalism

One-month goal: To book a meeting with a reporter 
~해서

that I respect / talk about what skills are needed to 
어 떤

work in that field. 

One-week goal: To collect information on news 

reporting and the qualifications needed                        
자 격 요 건

to be a reporter

Hanna: Wow, breaking a big goal down like that 

makes it much easier to see how the long-term goal 

will get accomplished.

Mr. Reed: Exactly.

Hanna: So, what should we do next?

Mr. Reed: The next step is visualization: the 

process of creating vivid mental pictures of what you 
vividly (X)

want. When you imagine something very 

specifically, the brain believes it is real and 
s p e c i fi c a l ( X )

prepares to accomplish it.

번역

수잔의목표: 기자 되기

10년의 목표: 신문 기자  

5년 목표: 현직 뉴스 기자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자

원하기

3년목표: 대학에 입학해 신문학 전공하기         

1개월 목표: 내가 존경하는 기자와의 만남을 예약

하여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량에 관

해 이야기해보기.

1주일 목표: 뉴스 보도 및 기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한나: 와, 큰 목표를 저렇게 나누니 장기적인 목표

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

네요.

리드: 그렇습니다.

한나: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리드: 다음 단계는 시각화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내면의 그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

신이 무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상상할 때, 뇌는 그

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그것을 성취하려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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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Is this technique commonly used?

Mr. Reed: Well, it is being used more and more in 

competitive sports. For example, the well-known 

golfer Jack Nicklaus said that he never took a shot 

without first picturing it in his mind.                  

Hanna: How can we put visualization to work for 
작 동 하 다

us?

Mr. Reed: Begin by imagining exactly what you 

want. For example, if you are nervous about public 

speaking and you have a class presentation coming 

up, imagine yourself standing in front of the class, 

doing very well. 

As you prepare your contents, in your mind's eye, 

picture how you will show your material, hear 

yourself speaking clearly and confidently, and see 
t o s p e a k ( X )

the positive reactions of your teacher and 

classmates. The more you do this, the better your 

chances are of giving a great presentation.

• chance of -ing

번역

한나: 이런 기술이 흔히 사용되는 것입니까?

리드: 글쎄요, 그것은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에서 점

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는 마음       속에서 먼저 

상상하지 않고는 결코 샷을 치지 않는다고 말했습

니다.

한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시각화가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죠?

리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공개 연설에 

대해 두려워하는데 수업 시간의 발표를 앞두고 있

다면, 교실 앞에 서서 매우 잘 하고 있는 당신의 모

습을 상상하세요.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자료를 보여 

줄지 그려보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당

신의 말을 듣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

응들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훌륭한 발표를 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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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So, the main point is to be specific and 

form very clear pictures in your mind?

Mr. Reed: Yes, that's right. But you can't stop there. 

Along with your visualization, you also have to 

actually start doing things to work towards your 

goal. Goals and visualizations are meaningless 

without action.

At each step in the process, you should perform a 

physical act that will get you at least a little bit closer 

to your goal. If you keep going without giving up, no 

one will be able to stop you from achieving what 

you've set out to do. This process doesn't seem too 

difficult, does it?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Hanna: Not at all. You've given us some starting 

points for creating our own opportunities and 

ensuring success by following there techniques. 
보 장 하 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with us, Mr. Reed.

번역

한나: 그렇다면 요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마음속에 매우 명확한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까?

리드: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시각화와 더불어, 당신은 또한 목표를 향해 해야 할 것

들을 실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와 시각화는 실행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정의 매 단계에서, 당신은 아주 조금이라도 목표

에 가까이 다가서게 해 줄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면, 아무도 당신이 하기로 시작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어려

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나: 전혀 어렵지 않네요. 이러한 기법들을 따름으

로써 저희 자신의 기회를 만들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와 이것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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