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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ttention, Work Better! 

Suhyeon is sitting at his computer working on an 

essay about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He's 
원 인

listening to music on his MP3 player and has four 

windows open on his computer screen: an Internet 
창

browser, a messenger program, his email inbox and 

a word processor. Just as  he starts typing a title for 
~할 때

his essay, his phone rings. He picks it up. It's his 

friend, Dongwon. 

As Dongwon starts telling him all about what 

happened to him last weekend, Suhyeon gets a new 

email and quickly writes a reply. He then realizes 
답 장

that he has to go and tells Dongwon that he'll call 

him back later. He shifts his attention back to his 

computer and opens an Internet search engine. 

Before he has time to type in "causes of the Korean 

War," his phone beeps, letting him know that he 
울 리 다

has a new text message. It's from Nayeong, a girl he 

likes. He suddenly forgets about his homework as 

ideas of love fill his head, and he begins typing a 

response.

Have you ever worked on something important 

while doing many other things at the same time? Do 
동 시 에

you think doing many things at once is efficient?

집중하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수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전쟁의 원인에 관

한 과제물을 쓰고 있는 중이다. MP3로 음악을 듣

고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네 개의 창 - 인터넷, 메신

저, 이메일 받은 편지함과 워드 프로그램 - 을 열어 

두었다. 과제물의 제목을 막 쓰기 시작했을 때, 전

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았다. 친구 동원이었다. 

동원이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시

작하자마자, 수현은 새 이메일을 받았고 재빨리 답

장을 썼다. 그리고 수현은 전화를 끊어야 함을 깨닫

고 동원에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의를 

다시 컴퓨터로 돌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을 열었다. 

“한국 전쟁의 원인”이라고 타자치기도 전에, 전화가 

삐 울리면서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왔음을 알렸다. 

수현이 좋아하는 나영이 보낸 것이었다. 갑자기 숙

제는 잊어버리고 머리 속에 사랑의 감정이 차서, 답

장을 쓰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동시에 하면서 중요한 것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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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it's hard to avoid having our attention 

divided between many different things. It used to be 

only busy adults who had to manage many things at 
해 내 다

once, such as working, paying bills and taking care 

of their kids. However, teens have recently had to 

get used to this kind of life as well. As their 
익숙해지다

schedules fill up, they must learn to balance school, 
균형을 맞추다

organized activities and social obligations.
조 직 활 동 사 회 적 의 무

 

In addition, new technologies, such as 

smartphones, force us to switch our attention 

instantly between various tasks. This is much less 

efficient than if we were to focus all of our attention 

on doing one thing. Paying full atten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learning. 

Therefore, many researchers are now turning their 

attention to this issue.

•  as to = regarding = concerning = when it comes to= 

with[in] regard to(~에 관해서)

Dr. Richard Restak is one researcher who is 

studying the effects of doing multiple things at once. 
한 꺼 번 에

In his book, The New Brain, Restak talks about 

various studies which show that whenever we try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our attention is 

actually directed towards one activity or the other, 
쏠 리 다

rather than to both at once.

번역

요즘, 우리의 집중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피하

기는 어렵다. 예전에는 어른들만이 바쁘게 일, 공과

금 내기, 아이들 돌보기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십 대들 또한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야 했다. 십 대들의 일정이 꽉 참에 

따라, 이들은 학교, 조직 활동, 사회적 의무 사이에

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술 탓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다양한 일 사이에서 즉시 바꿔야 한

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하는데 몰입한다면, 

훨씬 덜 효율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몰입하는 것이 

학습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Richard Restak 박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효과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새로운 두뇌’라는 

그의 책에서 Restak 박사는 우리가 동시에 두 가

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제로는 우리의 집중이 

한 번에 양쪽에 쏠리기보다는 한 활동에서 다른 것

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에 관해 이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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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we waste time shifting between tasks. 
옮 기 다

Even if we only lose a second or a minute at a time, 
~하더라도

you'd be surprised by how quickly this lost time can 
상실된

add up! In fact, other researchers discovered that 
더해지다

students sending text messages while doing their 

homework ended up spending 50 percent more 

time than if they had done each task separately.

 

Time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not efficient 

to switch your attention constantly between tasks, 

explains Restak. The other reason is 

comprehension. In one study he mentions, people 
이 해 도

were first asked to do nothing but read. Next, they 
o n l y

were given various tasks to do while reading.

 

This time both the readers' speed and 
이번에는

understanding were found to decrease by more than 
이 해 도 정 도

50 percent. A similar result occurred with young 

people who were asked to switch quickly between 

doing math problems and practical tasks, such as 

writing an email. 

Both of these studies showed that not only the 

speed of carrying out the main task, but also the 

ability to process and remember the information, 
가 공 하 다 기 억 하 다

decreased. Therefore, it is clear that dividing our 
나 누 다

attention between many things at once makes it 
집 중 한 번 에

more difficult to learn.

번역

게다가, 우리는 업무를 옮기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한 번에 일 초나 일 분을 잃는다 해도, 

이 잃은 시간을 다 더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다른 연구자들은, 숙제 하

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각각의 업무

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50% 이상 시간을 더 쓰

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시간은 여러분의 집중을 업무 사이에서 계속 바꾸

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Restak 박사는 설명한다. 다른 

이유는 이해도이다. 그가 언급한 어떤 연구에서, 사

람들은 처음에는 읽기만 하라고 요청 받았다. 그 다

음, 이들에게 읽으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가 

맡겨졌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읽는 속도와 이해도가 모두 

5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결과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실

제적인 업무들로 재빨리 바꾸라고 요청 받은 젊은

이들에게도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주 업무를 이행하는 속도뿐 아니

라, 정보를 가공하고 기억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중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나누면 학습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

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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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s have examined the brain for physical 

evidence to support these results. Dr. Michael 

Merzenich, one of the world's leading researchers on 

the brain, has observed that our brain has the ability 

to form new connections between brain cells when 

we pay careful attention to something. 

These connections allow us to process the 
가 공 하 다

information on which we are focusing, "imprint" it in 
새 기 다

our brain, and learn it. However, when we don't 

fully focus on what we are doing, the brain cells do 

not form strong connections, memories do not form 

and real learning can't take place. So, we can see 
일 어 나 다

that there is a deep relationship between paying 

attention and learning.

Unfortunately, we all know that paying attention is 

not an easy thing to do. That's why it's important to 
그 래 서

develop good study habits. Here are some good 
개 발 하 다

suggestions:

• Get Rid of Distractions:

Start by finding a quiet place where you can 

concentrate without being distracted. Make sure to 

turn off your cell phone so you aren't interrupted by 
방 해 받 다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번역

과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육체적인 증거

를 찾기 위해 뇌를 연구해 왔다. 두뇌에 관한 세계

에서 손꼽히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인 Michael 

Merzenich 박사는 두뇌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

의 깊게 집중을 할 때 두뇌 세포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관찰해 왔다. 

이러한 연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는 정보

를 가공해서 우리 두뇌에 새겨 이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두뇌 세포는 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하므로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중을 하는 것과 학습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좋은 공부 습관을 기르

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몇 가지 좋은 제안이 있다.

• 방해되는 것을 치워라: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

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라. 반드시 여러분의 휴대폰

을 꺼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인해 방해 받지 않

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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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about Your Physical Needs:

If you have a lot to study, think about what you'll 

need in advance to avoid getting out of your seat. 
미 리 자 리 를 뜨 다

Grab  something to drink and a healthy snack and go 
간단히 먹어라

to the bathroom before you start.

• Choose the Right Time for You:

It will be much harder for you to pay attention if you 

are tired. So if you're an early  bird, choose to study 
일찍 일어나는 사 람

in the morning. If you're a night  owl , choose the 
늦게까지 잠을 안자는 사람

evening.

• Quiet Your Inner Voice:

Sometimes distractions come from within. Although 
내 면 에 서

you're sitting down to study, your mind may be 
앉 아 있 다

somewhere else. Force yourself to stop thinking 

and worrying about other things so that your mind 

can fully concentrate on what you're studying.

Did you give your full attention to this text as  you 
~하면서

read it? How much do you remember about it? If you 
기 억 하 다

don't remember much, it's probably because you 

let yourself be distracted by other things. Try 
주 의 를 빼 앗 기 다

reading this text again in a quiet place without any 

distractions. Remember the suggestions for focusing 
제 안 목 적

better. You'll most likely find that you remember 

much more after fully focusing your attention. 

• 여러분 신체의 필요를 고려하라:

여러분이 공부할 것이 많으면, 자리를 떠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필요한 것을 생각하라. 음료와 건

강에 좋은 간식을 간단히 먹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라.

•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간을 고르라:

여러분이 피곤하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

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면, 

오전에 공부하는 것을 택하라. 여러분이 올빼미족

이면,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택하라.

•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진정시키라:

때때로 방해가 내면에서 나올 수도 있다. 비록 여러

분이 공부하려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다. 다른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공부하는 것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집중하였는가? 

이 글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는가? 충분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겼

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을 조용한 곳에서 아무 것

에 방해 받지 말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라. 집중을 

더 좋게 하는 제안을 기억하라. 완전히 집중한 후에

는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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