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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with Cheetah Legs

Aimee Mullins is an American woman who lost her 

legs when she was a baby.  She learned to walk on 

prosthetics, then to run. She is now an actor, model, 
의 족 . . . .

and athlete. 

In 2009, she gave an important speech / to share 

with the world the story of her prosthetic legs and 

how they gave her a new perspective on life. 
관 점 , 견 해 . . .

• they = prosthetic leg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her address: I was 

talking to a group of kids, aged six to eight, at a 

children's museum. I brought the prosthetic legs I 

had collected and laid them on a table. 

We all know that kids are naturally curious about 
물 론 , 당 연 히

what they don't understand, or what is strange to 

them. Unfortunately, they all learn to control their 

curiosity when parents tell them it is wrong to keep 

asking questions or staring at strangers with 

disabilities.

At the museum, I encouraged them to be curious again, 

asking them to explore those legs on the table. The 
l o o k i n t o

kids gathered around, touching them, twisting their 

toes, and even trying to sit on them. 
의 족

A Woman with Cheetah Legs

 

Aimee Mullins는 아기였을 때 두 다리를 잃은 미

국 여성이다. 그녀는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러고 나서 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현재 배우이자 모델이면서 운동선수이다. 

2009년에, 그녀는 의족과 그 의족이 어떻게 인생

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

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 

다음은 그녀의 연설문의 요약이다. 저는 한 어린

이 박물관에서 6~8세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의족들을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낯선 

것에 대해 당연히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장애를 가진 낯

선 사람에게 계속 질문 하거나 쳐다보는 것이 옳지 않

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탁자 위에 있는 의족을 살펴보라

고 아이들에게 요청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호기심

을 가지도록 권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위로 모여

들어 의족을 마지고, 발가락을 비틀고, 심지어는 의

족에 앉아보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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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said, "Kids, if I want a pair of legs that I could 

use to jump over a house, and if you can make them 

look like that of any animal, any superhero, or any 
l e g

cartoon character, what Kind of legs would you build 

me?" 

And immediately a voice responded, "Kangaroo!" 

"No, no! It should be The Incredibles;" shouted 

another kid. And then, one 8-year-old asked in all 

seriousness, "Why wouldn't you want to fly?" 

Everyone in the room, including me, broke into 

loud cheers and gave a big hand.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ese kids saw me no longer as a 

"disabled" woman, but as someone whose body 

could do extraordinary things. 

I thought that was an interesting concept.After that 

experience, I was able to wear new legs that were 

quite advanced in technology. They were modeled 

after the back legs of a cheetah. 

Thanks to those legs, I competed against other 

athletes in track and field events, and set world 

records at the 1996 Paralympics in Atlanta. 

번역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집을 

뛰어넘는 데 사용할 다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 

다리 한 쌍을 어떤 동물이나 영웅, 또는 만화 주인

공의 다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저에게 어떤 

종류의 다리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러자 바로 “캥거루요!”라고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The Incredibles 만화 주인공 같아야 해

요!” 라고 또 다른 어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

서, 여덟 살짜리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왜 날려고 하

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

을 터뜨렸고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

이들이 저를 더 이상 장애가 있는 여자로 보지 않

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

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었죠. 그 

경험 이후에, 저는 첨단 기술의 새로운 다리를 착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치타의 뒷다리를 본떠

서 만든 것입니다. 

이 다리 덕분에 저는 1996년 애틀랜타 장애인 올

림픽 육상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여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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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came famous, and in 1998, Chee Perlman, the 

editor of ID, gave me a cover story in her magazine. 

But more than anything else, my athletic 

experiences set me on a journey of discovery. 

I accepted invit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목적

speak on the design of the cheetah legs. People 

would come up to me after my talk and say, "You're 

very attractive. You don't look disabled:" I answered, 

"Well, that's amazing, because I don't feel disabled:' 

This conversation opened my eyes to different ideas 

of beauty and disability. What does a beautiful 
d i s o r d e r

woman have to look like? What does it mean to 

have a disability?

• what -like = how 

After the first magazine photo shoot, I had wonderful 

encounter with artists and designers who were 

asking the same questions. British fashion designer 

Alexander McQueen and photographer Nick Knight 

wanted to bring new ideas of beauty by us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s fashion models. 

• use A as B

They offered me my first fashion shoot. Three 
촬 영 . .

months later, I appeared in my first fashion show in 

London on a pair of handmade wooden legs. 

번역

저는 유명해졌고, 1998년 ID라는 잡지의 편집자인 

Chee Perlman이 잡지의 표제 기사로 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육상 경험

은 저에게 발견의 여행을 떠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치타 다리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계 각국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

를 들은 후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음, 놀랍군요. 왜

냐하면 전 제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대화로 저는 아름다움과 장애에 대한 다른 개념

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어떻게 

생겨야 할까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첫 번째 잡지 촬영 후, 저는 같은 질문을 하는 여러 

예술가들 및 디자이너들과 멋진 만남을 가졌습니

다. 영국의 패션디자이너 Alexander McQueen

과 사진작가 Nick Knight는 장애인들을 패션모델

로 기용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공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첫 번째 패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주

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런던에서 열린 저의 첫 패

션쇼에서 수제 원목 다리를 착용하고 무대에 섰습

니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8. 24.

영어1(시사신) 4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legs are a work of art, with large flowers carved 
새 겨 진 . .

into them. People could see the prosthetic legs as 

something beautiful, not strange.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In my next experience / I had with artist Matthew 

Barney, I started to explore beyond the physical 

definition of "humanness" as the only concept of 
인 간 성 . .

beauty. 

In his film I appeared in one scene with legs made 

of glass. Another character I played was a half 

woman, half-cheetah, in honor of my life as an 

athlete. 

The purpose of these legs is to challenge our old 

concepts of beauty. Yes, creativity matters. We are 
c o u n t s

now living in an age that encourages creative 

changes. 

A prosthetic leg no longer represents the need to 

replace loss. It can stand as a symbol that the 
대 체 하 다

wearer has the power to build his or her new images. 

I have now more than ten pairs of prosthetic legs. 

With them I can change my height. 

번역

이 다리는 커다란 꽃무늬가 새겨진 예술 작품이었

습니다. 사람들은 의족을 낯선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 Matthew Barney와 함께 했던 다음의 경

험에서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유일한 개념으로서의 

‘인간성’에 대한 물리적 정의를 뛰어넘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화에서 저는 유리로 만든 다리를 착용하고 

한 장면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연기한 또 다른 배역

은 반은 여자이고 반은 치타인 역할이었는데, 이는 

운동선수로서의 제 삶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이러한 다리를 만든 목적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의 오래된 관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합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적인 변화를 

장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족은 더 이상 잃어버린 다리를 대체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족은 착용자

가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

지고 있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10

쌍 이상의 의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족으로 저는 

키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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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I went to a party with a pair of legs that can 

make me taller than my normal height of 176 cm. I 

ran into a girl who had known me at my usual 

height. 

• run into-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meet by chance, 
come across

Her mouth dropped open when she saw me. She 

said, "You are so tall today!" I replied, "I know. Isn't 

that fun?” The people whom society once 

considered disabled can now build their own 

identities by designing their bodies. 

What is exciting to me is that by combining 
e x c i t e d

technology with creative imagination, we can 

discover what is truly beautiful and great about 

humanity: our strength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ability to create our identity.

Link to Text

More information about Aimee Mullins

Aimee was named as one of People magazine's "50 

Most Beautiful People in the World" in 2011. She is 

regularly invited to share her ideas at various 
자 주 , 툭 하 면

places in the world. 

She is honored for her achievements in sports 

among the "Greatest American Women of the 20th 

Century" in the Women's Museum.

번역  

한 번은, 저의 평소 키인 176cm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의족을 착용하고 파티에 갔습니다. 저의 평

소 키를 알고 있는 한 소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그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너 오늘 

정말 크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

습니다. “응, 알아. 재밌지 않니?” 사회가 한때 장애

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신체를 

디자인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

습니다. 

저를 흥분시키는 것은 공학과 창의적인 상상력의 

결합에 의해 참된 아름다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발

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입

니다. 

Link to Text

More information about Aimee Mullins

Aimee는 People잡지에서 2011년 ‘세계에서 가

장 아름다운 50인’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그

녀는 정기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 그녀의 생

각을 나누기 위해 초대된다. 

그녀는 여성 박물관에 스포츠에서의 성과로 ‘20세

기 가장 위대한 미국 여성들’중의 한 명이라는 영예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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