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갑수 씨는 퇴직한 후에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
다. 갑수 씨는 저녁이 되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취미였다.
어느 날 저녁, 그 날도 갑수 씨는 산책을 하고 있었다.
주위는 꽤 어두웠다. 갑수 씨가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길모퉁이를 돌았다.
하얀 차는 갑수 씨가 걷는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빨간 차를 받았다. 깜짝 놀란 갑수 씨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런
데 이미 차 두 대의 운전자들은 차 밖으로 나와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과속했잖아!” 빨간 차 운전자가 말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차가 신호를 안 지켰잖아!” 하얀 차 운전자가 말했다.
가만히 보고 있던 갑수 씨가 말했다. “하얀 차가 과속한 게 맞는데요.” 하지만 하얀 차 운전자는 여
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빨간 차 운전자는 갑수 씨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갑수 씨는
기꺼이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며칠 후에 재판에 열렸다. 빨간 차 운전자한테서 연락을 받은 갑수 씨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
했다. 판사가 갑수 씨를 증인석에 앉히자 하얀 차 운전자의 변호사는 갑수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
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갑수 씨가 몇 살인지 물었다.
“72살입니다.” 갑수 씨가 대답했다.
“보통은 안경을 쓰시지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가 났던 날에도 안경을 썼나요?”
“아니요.”
그러자 변호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72살이고 안경
도 쓰지 않은 노인네, 더구나 그 시간은 이미 어두운 밤이었지요. 증인은 어두울 때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까?
갑수 씨는 잠시 생각하고서 대답했다. “글쎼요, 달은 잘 보이더군요.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에서 이기려고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① 증인

② 현장

2.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① 더구나

② 기꺼이

3. 다음 달 7일에 부산에서 국제 영화제가
① 보입니다

② 열립니다

③ 재판

④ 판사

도와드릴게요.
③ 갑자기

④ 가만히

.
③ 앉힙니다

④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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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갑수 씨는 왜 재판에 참석했습니까?
① 변호사여서
② 사고를 내서
③ 사고를 당해서
④ 사고를 목격해서
2. 왜 사고가 났습니까?
① 차가 과속했기 때문에
② 길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③ 운전자가 졸았기 때문에
④ 신호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3. 사고가 났을 때 갑수 씨는

.

① 운전을 하고 있었다
② 산책을 하고 있었다
③ 운동을 하고 있었다
④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4. 갑수 씨는 퇴직했다. 다시 말해서, 갑수 씨는 일을

.

① 그만두었다
② 다시 시작했다
③ 알아보고 있었다
④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쓰고

주장하자

갑수 씨는 산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 재판에

한 갑수 씨에게 변호사는 몇 살인지 물었다. 그리고 안경을

증인
으로/로 참석
있었는지를 물었다. 갑수

씨는 올해로 72살이며 안경을 보통 쓰지만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변호사가
갑수 씨가 멀리까지 볼 수 없었다고

갑수 씨는 달만큼 멀리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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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②

3.②

내용 이해
1.④

2.①

3.②

4.①

요약
목격하게, 증인, 쓰고,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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