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 1

Coffee and an Outlook
Reba is driving her friend Jason to a special destination a short distance from Seoul
because she wants to give him a break from his worries and to encourage him to
continue to follow his dream.

Jason

I’ll bite: why are we heading to Yangpyeong? What’s
there?

Reba

It was going to be a surprise, but now that we’re en
route I guess I can fill you in. Have you heard of the
Dreamy Camera Café?

Jason

Yeah! Isn’t that the café shaped like a giant camera
where they have a bunch of vintage cameras on
display? Cool!

Reba

There’s more to it than that. The owners faced obstacles
to following their dreams, so ★they wanted to create a
place to help people focus on their own dreams, so to
speak.

Jason

I guess you’ve noticed that I’ve been feeling
discouraged lately.

Reba

Following your dream can be a tough row to hoe.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believe in you.

Jason

You are so thoughtful! It’ll be wonderful to ponder the
future with you in such a coo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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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는 친구인 제이슨을 차에 태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
니다. 왜냐하면 레바는 제이슨이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의 꿈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좋아, 말해 봐! 우리 왜 양평 방향으로 가는 거야? 거기 뭐 있어?

레바

원래는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알려
주지 뭐.‘꿈꾸는 카메라 까페’
라고 들어 본 적 있어?
어! 거기 커다란 카메라처럼 생겨서 빈티지 카메라도 많이 있는 카페 아
니야? 좋아!

레바

그게 다가 아니야. 거기 주인들이 자신의 꿈을 좇는 데 어려움을 겪었
만들고 싶었던 거지.
내가 요즘 좀 낙심한 거 눈치챘나 보네.

레바

자기의 꿈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 난 너를 믿는다는

넌 정말 생각이 깊어! 그렇게 멋진 곳에서 너랑 같이 나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F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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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News Focus

제이슨

Daily Life

대.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이슨

Classic Literature

제이슨

Food

제이슨

POWER
NOTE
I’ll bite
I will ask a question to solve the mystery
좋아, 말해 봐; 좋아, 네 장단에 내가 맞춰 줄게

•I’ll bite: why did you move all our dishes to the very top shelf?
그래, 말해 봐. 우리 접시를 왜 다 맨 위칸으로 옮긴 거야?

•If no one else will ask, then I’ll bite: what are we doing way out
here so late?
아무도 질문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지.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N o t e

This is a fishing analogy which means you will take the hook and be
reeled in. “I’ll bite” means you will rise to the bait.
이것은 낚시에서 온 비유적인 표현으로 낚싯바늘에 걸려서 잡혀 주겠다는 뜻인데요. I’ll bite이
라고 하면 미끼를 덥석 물겠다는 말입니다.

en route
on the way to a place
오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 도중에

•He must have dropped the envelope somewhere en route.
그가 도중에 어딘가에 봉투를 떨어뜨렸나 봐.

•Don likes taking the train because he can do his work en route.
돈은 오가는 길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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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NOTE

fill one in
to inform one; to give one an explanation
~에게 알려 주다, 정보를 주다

•Can you fill me in about the new project, or is it a secret?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나한테 알려 줄 수 있어, 아니면 그거 비밀이야?

•Darren told his plan to Monica so she could fill the others in.
대런은 모니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의 계획을 알려 주었다.

tough row to hoe
a difficult challenge; a heavy burden
어려운 도전, 힘든 일, 큰 일

•Raising a child with physical disabilities is a tough row to hoe.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Earning an MBA while working was a tough row to hoe, but you
did it.
일하면서 MBA를 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넌 해냈어.

N o t e

In farming and gardening, “to hoe a row” is to turn a line of soil for the
planting of seeds or bulbs. A literal tough row to hoe might be one
that is long or that involves hoeing dirt with lots of rocks or roots.
농업이나 원예에서 hoe a row 한다는 것은 씨앗이나 알뿌리를 심기 위해 흙을 줄 맞춰 갈아
엎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흙을 뒤집기 힘든 줄은 길이가 너무 길거나 돌이나 뿌리 등이 많
아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네요.

F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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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NOTE

ponder
to think about something carefully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She takes some time every week to ponder her life and her
future.
그녀는 매주 시간을 갖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My boss said she wants to ponder my proposal before giving me
an answer.
사장님은 내가 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전에 깊이 생각 좀 해 보시고 싶다고 하셨다.

Power Expression

★

They wanted to create a place to help people
focus on their dreams, so to speak.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They wanted to create a place to help people focus on their
dreams, you could say.
•They wanted to create a place to help people focus on their
dreams, as it were.

Quiz

정답을 POWER ENGLISH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a difficult challenge; a heavy burden
어려운 도전, 힘든 일, 큰 일
(정답은 오늘의 POWER NOT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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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RACTICE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그래, 말해 봐. 왜 우리 욕조 안에 새장이 있는 거지? (I’ll bite)

I’ll

2.

컨퍼런스에 가는 길에 너 뭐 할 일 있어? (en route)

Do

3.

린다를 만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내가 얘기해 줄게. (fill one in)

If

4.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tough row to hoe)

Starting

5.

시를 읽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ponder)

Reading

Answers
1. I’ll bite: why is there a bird cage in our bathtub?
2. Do you have anything to do while we’re en route to the conference?
3. If I see Linda, I’ll fill her in on what’s going to happen.
4. Starting a restaurant is a tough row to hoe.
5. Reading poetry inspires me to ponder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F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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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VIEW 1

Saturday, Sep. 2

bang for the buck
value for the money spent
가격 대비 성능/가치, 본전은 뽑을 수 있을 만한 가치

A Which pocket knife should I get?
B This one offers great bang for the buck, but this one is
better quality.
A I agree. Besides, I don’t need all those features the cheap
one has.
B You’ve answered your own question, then.
A

어느 주머니칼을 살까?

B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지만, 품질은 이게 더 좋네.

A

내 생각도 그래. 게다가, 나는 저렴한 칼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이 다 필
요하지도 않아.

B

네 질문에 대해 답도 네가 다 하네.

It’s Your Turn!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이 유럽 강 크루즈 여행은 가성비가 아주 좋다.

2. 이 전화는 싸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아.

Answers
1. This European river cruise offers a lot of bang for the buck.
2. This phone is cheap, but has a lot of bang for the b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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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VIEW 2
shortcut
a shorter or easier route to a destination
지름길, 손쉬운 방법

A Augh! More traffic! We’re never going to get there!
B Relax. I know a shortcut. Hang on: this could be a bit
bumpy.
A Whoa! Are you sure you’re allowed to drive through here?
B No one’s ever stopped me.
A

윽! 차가 더 막히네! 이래 가지고는 거기 절대 못 갈 거야!

B

진정해. 내가 지름길을 알아. 잠깐만. 여기는 가는 길이 좀 울퉁불퉁할 거야.

A

와! 여기 운전해도 되는 것 맞아?

B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던데.

It’s Your Turn!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재판을 통해 건축업자가 건물을 약하게 만든 부실 공사를 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
다.

2.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요구된 공부를 다 해야 합니다.

Answers
1. The court found that the builder had taken shortcuts that weakened the
building.
2. There are no shortcuts to earning a PhD: you just have to do the work.
S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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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VIEW 3
relieve oneself
to urinate or defecate
대/소변을 보다

A Why does it smell so bad along here?
B Some drivers stop here to relieve themselves.
A That’s terrible! Isn’t there somewhere else they can go?
B Sure there is. The civilized ones find a way.
A

이 주변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B

어떤 운전사들이 여기에서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거든.

A

너무 싫다! 갈 만한 다른 장소가 없나?

B

물론 있지. 매너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

It’s Your Turn!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화장실도 가고 뭐도 좀 먹고 그러게 여기서 멈추자.

2. 가너 씨는 우리 강아지가 그의 신발에 오줌을 싸서 화가 났다.

Answers
1. Let’s stop here so we can relieve ourselves and get something to eat.
2. Mr. Garner is angry because my puppy relieved herself on his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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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VIEW 4
meet the eye
to be consciously perceived
눈에 보이다

A Why is this so expensive? It’s just a simple cleaning cloth.
B There’s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 Watch this.
A Wow! That’s incredible! What’s it made out of?
B Space-age synthetic material.
A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그냥 단순한 청소용 천이잖아.

B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것 봐.

A

우아! 엄청난데! 뭘로 만들어진 거야?

B

최신 합성 소재.

It’s Your Turn!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이 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2. 형사는 이 사건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Answers
1. This house looks small from the outside, but there’s more than meets the
eye.
2. The detective believes there’s more to this case than meets the eye.
S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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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VIEW 5
tough row to hoe
a difficult challenge; a heavy burden
어려운 도전, 힘든 일, 큰 일

A Ken has chosen a career his parents don’t approve of.
B That’s a tough row to hoe. What does he want to be?
A He wants to be a pilot, but his parents want him to become
a dentist.
B Those are very different careers. His nature would suit only
one of them.
A

켄은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 진로을 선택했어.

B

그건 아주 힘든 일인데. 뭐가 되고 싶대?

A

켄은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걔가 치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대.

B

서로 너무 다른 직업인데. 켄은 그중 한 쪽만 적성이 맞을 텐데 말이야.

It’s Your Turn!

Translate th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1. 고생스럽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해서 기쁘다.

2. 너 농부가 되고 싶은 거 확실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Answers
1. It was a tough row to hoe, but I’m glad I did what was right for me.
2. Are you sure you want to be a farmer? That’s a tough row to 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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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it ’til you get it right
1. come around
그를 좀 내버려 둔다면, 그는 결국 생각을 바꿀 거야.

2. loaded
그는 돈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돈이 엄청 많아.

3. hold off
그 커플은 직장 일이 바빠서 아이 갖는 것을 미루기로 결심했다.

4. diversity
그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5. ponder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Answers
1. If you give him enough space, he’ll eventually come around.
2. He may seem like he doesn’t have much but he’s loaded.
3. The couple decided to hold off on having children due to their busy
careers.
4. The school is famous for its rich diversity of students.
5. We need to ponder on the issue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S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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