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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Believe and Become

"Imagination is everything. It is the preview to life's 
미 리 보 기 . . .

coming attractions.” - Albert Einstein 

Watching birds fly  in the sky, the Wright brothers 
to fly (X)

believed that someday they would fly, too. 

They "visualized" themselves in a device for flying, 
기 구

and eventually, after trying many different ideas, 
결 국

they built the first airplane and flew. 

Some of the greatest leaders and inventors in history 

visualized great things before they actually saw 
상 상 했 다 그리고나서 . .

them become a reality. 
현 실 이 . .

That is the power of visualization, the act of 
시 각 회 . . 동격 . .

creating vivid pictures in your mind of what you want 
생 생 한

in order to make it happen.
to happen (X)

When you imagine your goals as though they've 
= a s i f

already been completed, the feeling of success and 

the vivid images send powerful messages to your 
이동

brain. 

The messages make your brain believe that you are 
to believe (X)

worthy of success and that you are ready to be 
자 격 이 있 다

successful. 
s u c c e s s i v e ( X )

• be worthy of -ing = be worth -ing

The more you visualize yourself achieving your 
t o a c h i e v e ( X )

goals, the more your mind will search for ways to 
찾 다

make it  happen.
achieving your goals

보라, 믿어라, 그리고 되어라

“상상력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펼쳐질 
매력들을 미리 보여 준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서,  라이트 형제는 언

젠가 자신들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나는 기구에 타고 있는 자신들을 ‘그려보았

고’, 결국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본 후

에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어 날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과 발명가들 일부는 

위대한 것들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상상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 보는 행위인 시각화의 힘이다.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목표를 

상상하면, 성공의  감정과 그 생생한 이미지가 당신

의 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로 당신의 뇌는 당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

고 당신이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다. 

당신이 목표들을 성취한 자신을 더 그려 볼수록  당
신의 마음은 점점 더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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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ly Visualize What You Want

When you visualize a goal, try to imagine as many 
마음속에 그리다

details as possible. Be specific: include sounds, 

smells and emotions. 

You can create a vision board containing images of 
담 고 있 는

places you want to go, people you want to meet, 

things you'd like to have and quotes that inspire 

you. A vision board can be an extremely powerful 

tool. 

When NASA staff members were working on 

putting a man on the moon, they covered the entire 

wall at their research center with a large picture of 

the moon. 

• work on: ~하려고 공들이다
• put A on B: A를 B위에 올려놓다(접촉)
• cover A with B: A를 B로 덥다

The goal was clear to everyone. The more they 
분명해진

looked at the image, the more motivated they were 

to get to the moon as soon as possible. 

• motivate + A + to do = A be motivated to do

• the + 비교급 + 보어 / 목적어 + 주어 + 동사

No wonder NASA reached its goal two years 
당 연 하 다 . . . reached at(X)

ahead of schedule!

당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상상하라

목표를 마음에 그릴 때, 가능한 한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상상하려고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소리, 냄

새,  그리고 감정을 포함하라. 

당신이  가고 싶은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용구들
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비전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비전보드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

다. 

NASA의 직원들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연구 센터의 벽 전면을 

커다란 달 사진을 붙여 놓았다.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해졌다.그 이미지를 보

면 볼수록,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달에 도달해야겠

다는 동기를 더 많이 부여받았다. 

예정보다 2년이나 앞서 NASA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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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 16

I always wanted to be an opera singer, but I needed 

some motivation to make it happen. 
동 기

• it = to be an opera singer

So I put up a board in my room with quotes and 
인 용 구

pictures that inspired me. It constantly reminded 
영 감 을 주 다 계 속 해 서

me of the exciting future I could have if I stuck to 
선 행 사 . . 계 속 가 다 향해

my goal. 

• remind A of B

I practiced hard every day, and before I knew it, I 
어 느 새

was singing in a student choir at the Sydney Opera 
합 창 단

House! “Believe and act as if it were impossible to 

fail.”

                                       - Charles F. Kettering

• in fact, it is possible to fail.

Act As If You Already Achieved Your Dream

• In fact, You don’t achieve your dream yet

If you want to maximize your chances of success, 
최 대 화 하 다 가 능 성

you must act as if you were already successful. 

• chance of~: ~할 가능성 / chance to do:~할 기회

• in fact, you aren’t successful yet.

This does not mean acting fake or showing off. 
가 짜 자 랑 하 다

• mean -ing: 의미하다 / mean to do:의도하다

It means believing in yourself and thinking and 

feeling like you have already achieved your goal. 

나리, 16세

나는 늘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실현

되게 하려면 동기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인용구들과 사진

들을 채운 판을 방에 붙여 놓았다. 그것은 내가 계

속해서 목표를 향해 간다면 가지게 될 수 있는 신나

는 미래를 끊임없이 떠오르게 했다. 

나는 매일 열심히 연습했고, 어느새, 나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학생 합창단으로  노래하고 있었

다! “믿고,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 하라.”  - 

Charles F. Kettering

이미 당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싶으면 당신은 마치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가짜로 행동하거나 과시하라는 말이 아니

다.   

이는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이 이미 목표를 이룬 것

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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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clearly about who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do, and what you want to have in the 

future. 

Then, act as if you were this future self.

• In fact, you aren’t this future self.

Here is one thing you can easily do in your daily life 
선 행 사

to practice this: Throw a party for your friends and 
목적

tell them to come as the person they want to be in 
선 행 사 . .

10 years. 

• tell A to do

What are their jobs? What have they achieved? 

Think about who you want to be and stay in 

character throughout the party. 
인 물

The more you commit to playing your role, the 
전 념 하 다 p l a y ( X )

more vivid your experience will be. 
생 생 한

• the + 비교급 + 보어 + 주어 + 동사

The positive emotions you'll feel during the evening 
감 정 ( 선 행 사 )

should improve your self-esteem and the way you 
선행사 .

view yourself.

번역

당신이 미래에 누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라. 

그러고 나서, 미래의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여기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친구들을 위한 파

티를 열고 그들에게 10년 후에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들이 이룬 것은 무엇일

까? 

당신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파티에서 

계속 그 인물로 있어라. 

당신의 역할에 더 전념하면 할수록, 당신의 경험은 

더 생생해 질 것이다. (2015 충암서술형: 영작)

그 저녁 시간 동안 당신이 느끼게 될 긍정적인 감정

들은 당신의 자존감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

식을 개선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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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 18

When my friend decided to hold a "Come As You 
t h r o w

Will Be" party, I wasn't sure who I wanted to be. 

But the party's idea got me thinking. It reminded 
생 각 나 게 만 들 다

me of a TV show about lawyers that I like. So, I 
who (X)

attended the party playing the role of a lawyer. 
참 석 했 다 역할을 하면서

• attend 참석하다 / attend on 시중들다 / attend to 주의를 기

울이다

After the party, I slowly developed more 

confidence and self-esteem.
자 신 감 과 자 존 감 을

Today, I have chosen my university major and my 
전 공

future job. Of course, one party alone is not going to 
o n l y . .

be enough to decide your entire future. 

You should keep in mind the dream you want to 
b e a r . .

achieve and constantly imagine yourself realizing it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Combined with lots of practice and hard work, this 
c o m b i n i n g ( X )

will lead you to success. 

Always remember: Visualization is an easy, powerful 

way to help you realize your goals!

Jamie, 18

내 친구가 “네가 미래에 될 모습으로 와” 파티를  연

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 확실히 

잘 몰랐다. 

하지만 그 파티의 아이디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들

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나는 파티에  

참석해 변호사 역할을 했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서서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오늘 나는 나의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과 미래 직업

을 선택했다. 물론, 당신 미래 전체를 결정하기에 

파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가능

한 한 상세하게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해 보아야  한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합쳐지면, 이는 당신을 성공으

로 이끌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시각화는 당신이   목표를 실현 하

도록 돕는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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