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겁쟁이와 겁 없는 도전자 읽기

읽고 토론
해보세요.

‘겁쟁이’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사람들을 일컫는 부정적인 단

어이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치 또는 상처 때문에 위험

을 감수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시인은 

사람들이 주의깊은 결정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울타리리가 

왜 서 있는지를 알 지 못하는 한 그 울타리를 없애지 마세요.” 라고 했다. 

위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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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인생 결정에 당신은 얼마나 신중한가요? 

   결혼

	 		전공 선택

 		주거지 선택

   직업 선택

  은퇴 후를 위한 저축

  자녀계획

  투자결정

‘겁 없는 도전자’는 ‘겁쟁이’와는 반대로 극도로 무모하거나 신중하지 못

한 사람을 일컫는 부정적인 단어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기 위

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즐긴다. T.S. 엘리엇 (T. S. Eliot) 시인은 사람

들이 한계에 도전하도록 고무했다.  그의 격언에는  “너무 멀리 갈 위험

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 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Fig. 6a: 겁쟁이

Fig. 6b: 겁 없는 도전자

이야기해 보세요 :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지 않나요?

  단어/표현

무서운

지나치게

신중한

피하다 

실패

수치

극도로

무모한

전율

상처

결정

울타리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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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험성을 적게 감수하려고 하며, 더

욱 현명한 결정을 위해 시간을 더 가진다. 최근 심리학에 따르면 십대들

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라

고 한다. 그 예로 십대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극한 스포

츠 활동을 하기도 한다.

Fig. 6c

3.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십대들이 다른 연령대 보다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십대였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위험을 감수했었나요? 

4. 극한 스포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스포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극한 

    스포츠를 하고 싶나요? 

	  스쿠버다이빙

	  스케이트보딩

	  서핑

	  스노우보딩 & 스키 타기

	  스카이다이빙

  산악 자전거 타기

  암벽 다이빙

  카약타기

  급류 래프팅

  암벽등반

2.  당신은 전율을 느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즐기나요?  다음의 제시된 활동에서 1부터 

10까지 가운데 당신은 얼마나 신중하다고 생각하나요?  (1: 신중하지 않음, 10: 매우 신중함)

	   연료부족 상태로 운전하기

	   도박

	   데이트 신청

  교통규칙위반

  네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알람시계 끄고 다시 자기

  중고차 구매

 

“T.S. 엘리엇 (T. S. Eliot)  시인은 사람들이 한계에 도전하도록 고무했다.” 

    h “한계에 도전하다”  : 기준범위를 넘어 안전한지 여부를 시험하다.    
 예 : 우주비행사는 화성에 가려고 시도함으로써 한계에 도전했다. 

   

 질문: 회사 규정의 한계에 도전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 지각하거나 회사 규정보다 

          간편 복장을 하고 회사에 간 적이 있나요? 

관용구

          토론 주제

          토론 주제

	  봅슬레이

	   번지점프

	   패러세일링

	  행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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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으) ㄴ 적이 있다 / 없다

질문 :      마이클 조던처럼 계속해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긍정문 :   그는 전에 여러번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부정문 :   저는 사파리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공포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문법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 기억해야할 가장 중요한 조언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시기를 아는 것과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다.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은 “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했다. 

    경험에 대해 말하기 문법 연습

파트너와 함께 다음의 경험에 대해 나눠보세요.  경험의 여부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세

요. 파트너의 경험에 대해 메모하고 그 경험을 나눠보세요. 

    예: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으)ㄴ 적이 있다.   
 
 A: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B:  아니오. 한 적이 없어요. 

 A: 왜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없어요?  B:  왜냐하면 저는 겁쟁이라서요. 

 
 1. 주식에 투자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말을 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물건을 훔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문제에 빠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뼈가 부러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