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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Thinking 
Just the Right Size

In comics and movies, superheroes run up walls, lift 
병렬 A 병렬B

things as big as buses, and use their powers to fight 
병 렬 C

against giant monsters! 

While it is all very exciting, most of us understand 
During(X) e x p e c t e d ( X )

that these things can never really happen . 
명 사 절 be happened(X)

Few of us, however, understand why. 
Little(X)

And it is this lack of a logical explanation that makes 
강조구문

us think twice and wonder if it just might be 
병 렬 A 병 렬 B

possible for us to fly like Superman. 
alike(X)

�
 
In fact, what bodies can and can’t do follows very 
strict rules—rules of geometry—which is a kind of 

기 하 학 . . .

math that’s about size and shape.
관계대명사..

The best way to explain  these rules is  to look 
explain about(X) are(X)

closely at the difference between little and big 
things. 

번역

만화와 영화에서 슈퍼 히어로는 벽 위를 달리며 버

스만큼 큰 물건을 들어 올리고 거대한 괴물을 물리
치기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두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이 
실제로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 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슈퍼맨
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

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엄격

한 규칙인 기하학의 규칙을 따릅니다. 기하학이란 

크기와 모양에 관련된 일종의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작
은 것과 큰 것 사이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입니다.

• that구별 정리
It be + 형 + that +완전: 진주어/가주어
It be + 전치사구/ 부사구/부사절 + that + 완전: 강조
It be + 명사 + that + 완전: 진주어/가주어
It be + 명사 + that + 불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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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Little Thing. 

It could be anything — a car, a log, or a bar of soap. 
• 평서문에서 any 해석: 어떤 ~라도

Let’s say it’s a creature even if it looks a bit like a 
cube in the picture.
정육면체

Let’s take a few measurements of Little Thing, such 
as its length, surface area, cross section, volume, 

용 량 , 부 피

and weight.

Now, let’s meet Big Thing. 

Big Thing is twice as long, twice as wide, and twice 
as tall as Little Thing. 
• 배수사 as 원급 as = 배수사 비교급 than
= twice longer, twice wider, twice taller than Little Thing

How many Little Things would it take to make one 
필요하다

Big Thing? 

It takes EIGHT Little Things to make one Big Thing. 
필 요 하 다

If you double the length of something (×2), its surface 
area and cross section go up FOUR times (2×2), and 
its volume and weight go up EIGHT times (2×2×2)! 

We’ll call this the Big Thing Little Thing rule, or the 
BTLT rule for short.

�

여기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통나무, 비누 등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다소 정육면체와 같이 보이더라도 
이것을 생물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길이, 표면적, 단면적, 용량 그리고 무게와 같은 작
은 것의 치수를 재 봅시다.

이제는 큰 것을 봅시다.

큰 것은 작은 것 보다 가로도 두 배, 세로도 두 배, 
높이도 두 배만큼 큽니다.

큰 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몇 개 필
요할까요?

큰 것 하나를 만드는 데 여덟 개의 작은 것이 필요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의 길이를 두 배(×2)로 늘이면 그
것의 표면적과 단면적은 네 배(2×2)로 늘어나고, 
부피와 무게는 여덟 배(2×2×2)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Big Thing Little Thing 규칙이라
고 부를 것이며, 줄여서 BTLT 규칙이라고 하겠습
니다.

The BTLT Rule
If you DOUBLE the length of something, its surface 
area and cross section go up FOUR times while 

during(X)

its  volume and weight go up EIGHT times.
it'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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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TLT rule isn’t just about numbers. 

It has a big effect on how the living bodies work. 
• have an effect[influence/impact] on = affect

Some important features of bodies—like how much 
비교대조예시 특 징 . . . m a n y ( X )

food and air they need—depend on each body’s 
달려있다(사물주어)

volume and weight. 

Others—like the strength of muscles—depend on 
비교대조예시 달려있다(사물주어)

each body’s cross section and surface area. 

It’s easy to see that Big Thing is going to need as much 
food to eat and air to breathe as EIGHT Little Things. 

But if we take a slice through Big Thing, we can see 
that its muscles are only FOUR times thicker than 

두 꺼 운

Little Thing’s muscles. 
• its muscles are only FOUR times as thick as Little 

Thing’s muscles.

So it is only FOUR times stronger. 

The BTLT rule makes some things quite impossible 
i m p o s s i b l y ( X )

for bodies to do or be! 

It stops monsters such as car-sized spiders from 
existing in the real world. 
• stop[prevent, keep, prohibit] A from-ing

It also means that we could never lift a bus nor 
명 사 절 접속사

could we ever flap our arms and fly.
도 치 병 렬 A 병렬B

• nor: 접속사로서 앞문장이 반드시 부정이오며, 도치구조를 동반

BTLT 규칙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규칙은 생물체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음식과 공기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같은 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각 몸의 부피와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의 힘과 같은 다른 것들은 우리 신체의 단면적
과 표면적에 달려 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에 비해 먹을 음식과 숨 쉴 공기가 
여덟 배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을 얇게 잘라 본다면, 우리는 큰 것의 
근육이 작은 것의 근육보다 딱 네 배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네 배 더 강해집니다.

BTLT 규칙은 신체가 뭔가를 하거나 어떤 것이 되
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동차 크기의 거미와 같은 괴물이 현실 세
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버스를 들어 올릴 수도, 팔을 
퍼덕거려서 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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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 Can’t Fly

For the very tiniest insects, flying is easy. 

A little wind on their wings is  enough to make them 
are(X)

fly . 
to fly(X)

• a little & a few 차이점? ____________________

But because of the BTLT rule, the bigger you get, 
the harder flying gets. 

For example, if you made an insect twice as long, 
its surface area would get four times bigger, which 
means / its wings would also get four times bigger.
• 가정법 과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s muscles, too, would be four times thicker and 
four times as strong. 

This would be fine if the insect were just four times 
w a s ( X )

heavier, but because of the BTLT rule, it would 
weigh EIGHT times more. 

So it wouldn’t be able to take off unless its wings 
and its muscles were much, much bigger. 
• unless = if -no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at’s why really big birds like ostriches can’t fly and 
병 렬 A 타 조 . . .

walk instead and why the only way humans can fly 
빈 칸 예 상 병 렬 B

is with the help of engines.
that’s why: _______________________

왜 우리는 날 수 없을까요

가장 작은 곤충에게 있어서 날아오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의 날개에 약하게 부는 바람이면 그들을 날게 
하는 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BTLT 규칙 때문에 몸집이 클수록 나는 것
이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두 배 더 긴 곤충을 만든다면, 그것의 표
면적은 네 배 더 커지는데, 이것은 날개도 네 배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 역시 네 배 두꺼워지고, 네 배 더 강해질 것입
니다.

그 곤충이 단지 네 배 더 무거워진다면 괜찮겠지만, 
BTLT 규칙 때문에 여덟 배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날개와 근육이 훨씬 더 커지지 않는다면, 날
아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조와 같은 매우 큰 새가 날지 못하는 대신 
걷는 이유이며, 또한 인간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 엔진의 도움으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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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 Can’t Lift Buses

An ordinary ant can lift between ten and fifty times 
its own weight, yet the best human weight lifters can 

s t i l l

lift only about twice their body weight. 
대략(숫자앞)

How can little insects be stronger than big humans? 

It’s the BTLT rule at work again. Let’s say Little 
Thing can lift something as heavy as itself. 

Since muscle strength depends on cross section, 
때 문 에

Big Thing is four times stronger than Little Thing, so 
Big Thing can lift four times as much as Little Thing.

보다

But because Big Thing weighs the same as eight 
Little Things, Big Thing can’t lift something as heavy 
as itself. 

It can only lift something half as heavy as itself.

Is it clear by now why you and I can’t fly in the sky 
병렬A

or lift a bus like heroes in comic books? 
병렬B

It’s all because of the BTLT rule, which governs the 
r u l e 지배하다

lives of all creatures in the world. 

The next time you’re watching a hard-working ant, 
you’ll realize / the secret of its strength is this hidden 

비밀 , 비결

principle behind what you see. 
p r i n c i p a l ( X )

But don’t let this knowledge stop  you from enjoying 
to stop(X)

the next superhero movie. 
sto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st remember why it can only happen in the 
be happened(X)

movies.

왜 우리는 버스를 들어 올릴 수 없을까요

보통의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열 배에서 오십 배의 무
게를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인간은 최고의 역도 선수도 
자기 몸무게의 두 배 정도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곤충이 큰 인간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다시 BTLT 규칙이 작용합니다.작은 것이 자기 무
게만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육의 힘은 단면적에 달려있기 때문에 큰 것은 작
은 것 보다 네 배 더 강하고,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네 배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 여덟 개만큼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큰 것은 자신만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무게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왜 만화책 속의 영웅처럼 하늘을 
날거나 버스를 들어 올릴 수 없는지 분명해졌나요?

이것은 모두 BTLT 규칙 때문인데, 이 규칙은 세상
의 모든 생물체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를 본다면, 
그 힘에 대한 비밀이 당신이 보고 있는 것 이면에 
감춰진 원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 때문에 다음번 슈퍼히어로 영화를 
즐기는 것을 멈추지는 마세요. 

이것이 왜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지만 기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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