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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01.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What's the best way to set goals? To start with, be as 

_____________________ as you can.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to work in 

computers," your goal might be, "I want a career as a 

software developer for a major company."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a career working 

in some aspect of the Web," your goal might be, "I 

want to be the director of Web design for a large, 

prestigious entertainment company." 
명 망 높 은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to be involved in 

e-commerce," your goal might be, "I want to be the 

Web developer for a large television shopping 

network. 

I want to develop a site that will help increase 

business.“

직업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를‘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세우는 대

신‘대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을 원한다’

라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를’ 웹의 특정 측면에서 일하는 직업을원한다’

라고 세우는 대신‘크고 명망 높은 연예 회사에서 웹 

디자인 책임자가 되고 싶다’라고 세울 수도 있다. 

목표를‘전자 상거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세우는 

대신‘대형 텔레비전 쇼핑 망의 웹 개발자가 되고 싶

다. 

사업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이트를 개발하

고 싶다’라고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④ specif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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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Keep in mind that whether you sell your pieces 

directly to the customer at a craft fair or market them 

through a shop or gallery, your prices should not be 
화 랑

_____________________. 

While you cannot control the price at which a buyer 

will resell your work, you can control your own prices 

and provide a suggested retail price. 

If a customer or shop owner finds out that you are 

selling the same work cheaper out of your studio or 

at a fair, that person is not going to feel good about 

the price he or she paid for the work. 

A shop or gallery owner will feel that you are 

undercutting his or her efforts to sell your work. 
세 력 을 꺾 다

Remember that you are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people  -  that means being fair.

공예 작품의 가격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을 공예 박람회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든지 상점이나 화랑을 통해서 내놓든지 

가격은 (그것에 의해) 영향 받지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구매상이 여러분의 작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을 여러

분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매기는 가

격은 관리하여 권장 소매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고객이나 상점 주인이 여러분이 동일한 작품

을 여러분의 작업실이나 박람회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작품에 지불한 가격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을 느

낄 것이다. 

상점이나 화랑 주인은 여러분이 작품을 판매하려는 

(그들) 자신의 수고를 여러분이 무력하게 만든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며 그것은 공

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② affec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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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ink about it! Everything that is in the room, or 

place, where you are reading this book was first 

created in someone's mind. 

It began as an idea that was later transformed into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steps. Yes, from your 

clothes, to the lamp, the chair, the table, and your 

house, everything began in someone's mind. 

Then it went from the mind to the drawing board, to 

the production facility, to the store, to your living 

room. 

Everything begins in someone's mind. This is the way 

it has always been and this is the way that it will 

always be. 

If you want to do something good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start learning how to use your 

imagination to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Create the life that you want to live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vision and visualization. What 

_______ is what you will be!

상상력을 통한 시각화의 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방이나 그 어떤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의 마음속에서 맨 처음 창조되었다. 

그것은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나중에 현실로 바뀐하

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그렇다. 여러분의 옷

에서 램프, 의자, 탁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마음에서 제도판으로, 생산 시

설로, 상점으로, 여러분의 거실로 옮겨 갔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 음속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늘 그래 온 방식이고, 또 앞으로 늘 그 러할 방식이

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언가 좋은 것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라. 

상상력과 시각화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내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앞으로될것이다!

.

 ② you s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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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I was a boy, I admired my grandfather. He was 

a powerful shaman. 

One day when he felt I was old enough to 

understand, he told me, "José, there are two types of 

power that one can acquire. 

One type is used for your own personal reasons. The 

other is used for the benefit of your people. 

You can walk the road to the first type of power or to 

the second. But let me tell you this: the second road 

is the road to happiness." 

Because my grandfather was a very wise man, I 

took his advice, and I have stayed on the second 

road. 

Whenever the gods give me something, I 

immediately pass it on for ___________________.

두가지유형의힘

소년이었을 때 나는 내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주 술사였다. 

내가(어떤것을) 이해하기에충분히나이가들었다고

느 꼈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Josè ,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힘에 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네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를 위 해 사용된

다. 다른 한 가지는 네 종족들을 위해 사용된다. 

너는 첫 번째유형의힘이나두번째유형의힘으로가는

길을걸어갈수있 다. 하지만 나는 네게 이렇게 말하

겠다. 

두 번째 길이 행복으로 가 는 길이다.”내 할아버지

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 조언

을 따랐고 항상 두 번째 길에 있다. 

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줄때마다, 나는내종족들의사

용을위해그것을즉시넘겨준다.

 ④ the use of my peo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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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ccording to Paco Underhill, the founder of a 

market research and consulting company in New 

York, shoppers entering a new store need a few 

moments, about five to fifteen paces, to settle down 

and get their bearings. 

• get one's bearings: 환경에 익숙해지다

They need to slow down from walking speed to 

shopping speed, particularly if they've just rushed in 

from a parking lot or a busy street. 

As a result, they take little notice of anything 

placed right at the entrance. 

"I guarantee it," Underhill observes. "Put a pile of 
진 술 하 다

fliers or a stack of shopping baskets just inside the 

door: Shoppers will barely see them, and will almost 

never pick them up. 

_______________________, and the fliers and 

baskets will disappear. 

It's a law of nature - shoppers need a landing strip."
활 주 로

쇼핑객의 행동 경향

시장 조사와 컨설팅을 겸하는 뉴욕에 있는 한 회사

의 설립자인 Paco Underhill에 따르면 생소한 상

점에 들어오는 쇼핑객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섯 걸음에서 열다섯 걸

음 정도 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그들이 주차장 혹은 붐비는 거리에서 서둘러 

막 들어왔다면 걷는 속도에서 쇼핑하는 속도로 속

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로 출입구에놓인그어떤것이라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확신합니다. 전단지 더미나 쇼핑 바구니 더미

를 출입구의 바로 안쪽에 놓아 보세요. 쇼핑객들은 

그것들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을 집어 드

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10피트 안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그 전단지와 바구니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쇼핑객들은 착륙 활주

로가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Underhill은 말한다.

 ① Move them ten feet 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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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people with low self-

esteem ____________ more readily than do people 

with high self-esteem. 

For instance, in the weeks prior to an exam, both 

people with high and with low self-esteem were 

optimistic in their exam-score estimates. 
낙 관 적 인 시 험 점 수 추 정 치

However, in the moments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 feedback, people with low self-esteem were 

more likely than people with high self-esteem to 

underestimate the exam scores they would receive. 
과 소 평 가 하 다

Moreover, just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s, people 

with low self-esteem reported more thoughts about 
말 했 다

things that would lead to a poor exam score, 

whereas people with high self-esteem reported 

more thoughts about things that would lead to a 

good exam score.  * self-esteem 자존감  *optimistic 낙

관하는

자존감과 낙관주의

몇몇 연구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손쉽게 낙관적 생각

을 버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시험 보기 몇 주 전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모두 자신의 

시험 점수 추정치에 대해 낙관적 이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를 받기 전의 시기에는 낮은 자존

감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자

신이 받을 시험 점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시험 문제지를 받기 바로 전에는 낮은 자존

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시험 점수로 이어질 것 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말했으며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시험 점수로 이어질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말했다.

 ③ surrender their optimis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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