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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Scientific research shows that many animals are 

intelligent and have surprising abilities. Dogs are 

able to detect diseases such as cancer; bats use 
탐 지 하 다

high-frequency sounds to find food and 

communicate. 

But do animals have emotional lives as humans do? 

Research suggests / animals show emotions similar 

to being happy, sad, angry, or grateful. Here are 
감 사 한

some stories about animal feelings.

What a Poor Thing!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animals rescuing 
구 조 하 다

their own and other species. The stories show how 

members of different species display compassion 
동 정

for those in need.
곤경에 처한

In Torquay, Australia, after a mother kangaroo was 

struck by a car, a dog discovered a baby kangaroo 

in the mother’s pocket and took it to his owner, who 

cared for it. The ten-year-old dog and the four-

month-old kangaroo became best friends in the end.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과학적 연구는 많은 동물들이 지적이며 놀라운 능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들은 암과 같

은 질병을 탐지할 수 있고, 박쥐들은 먹이를 찾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주파 음을 사용한다. 

그러나 동물들이 인간처럼 감정적인 삶을 가지고 

있을까? 연구는 동물들이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

거나 감사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보여 준다고 한

다. 여기 동물들의 감정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가엾은 것! 

자기 자신과 다른 종을 구조하는 동물들에 대한 많

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 이야기들은 다른 종에 속한 

동물들이 곤경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 어떻게 동정

심을 보여주는지 보여 준다.  

호주, Torquay에서는, 한 어미 캥거루가 차에 치인 

후에, 개가 어미의 주머니에서 새끼 캥거루를 발견

하여 그것을 그의 주인에게 가져왔고, 그가 그것을 

돌보아 주었다. 10 살 난 개와 네 달된 아기 캥거루

는 결국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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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Buenos Aires, Argentina, a dog rescued an 
외 곽 에 서

abandoned human baby by placing him safely 
버 려 진

among her own puppies. Amazingly, after 

discovering the baby in a field, the dog carried the 

baby about 50 meters to where her puppies lay!
곳

Goodbye, My Friend 

Many animals display grief at the loss of family 

members or mates. Sea lion mothers cry loudly 

seeing their babies eaten by whales. 

People have reported seeing dolphins struggling to 

save a dead baby by pushing its body to the surface 

of the water. A researcher witnessed a male gorilla 

express sorrow for the death of his mate. 
to express (X)

The gorilla cried loudly and banged his chest, 

picked up some celery ― his mate’s favorite food ― 

put it in her hand; and tried to wake her up. 

Below is another such story from Marc Bekoff, a 

form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USA. I 

once saw what seemed to be a magpie funeral 

service. 

번역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개 한 

마리가 버려진 인간 아기를 안전하게 자신의 강아

지 새끼들 사이로 가져다 놓아서 그를 구했다. 놀랍

게도, 들판에서 아기를 발견한 후에, 그 개는 그 개

의 강아지들이 누워 있는 곳까지 약 50 미터나 아

기를 운반했다.

안녕, 내 친구여.

많은 동물들이 가족이나 짝의 상실에 큰 슬픔을 보

여준다. 어미 바다사자들은 새끼들이 고래에 의해 

먹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운다. 

사람들은 돌고래들이 자신의 몸을 물 표면에 부딪

혀서 죽은 아기를 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수컷 고릴라가 그의 

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고릴라는 큰 소리로 울고 가슴을 두드리며, 셀러

리를 약간 집어 들어서그의 짝이 가장 좋아하는 음

식  그것을 암컷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암컷을 깨

우려 애썼다.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전직 교수인 Marc 

Bekoff로부터 온 또다른 그러한 이야기이다. 나는 

예전에 까치 장례식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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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pie had been hit by a car. Four of his flock 

mates stood around him silently and pecked gently 
쪼 았 다

at his body. 

One, then another, flew off and brought pine 

needles and laid them by his body. They all stood 

quietly for a time, and flew off. They no doubt 

realized that their mate had died and felt deep 

sorrow.

Oops! Did You See Me?

A researcher reported that he observed what could 

be called embarrassment in a male rhesus monkey. 

After impressing a female monkey, the male walked 

in a proud way trying to look important and 

accidentally fell into a hole. 
우 연 히

He stood up and quickly looked around. After 

sensing that no other monkeys had seen him fall, 

he marched off, head and tail up, as if nothing had 

happened. 

Below is another story from Jane Goodall, the world 

famous expert on chimpanzees.When Fifi’s child, 

Moja, was five years old, his uncle, Figan, was the 

alpha male of their community. 
우 두 머 리

번역

까치 한 마리가 차에 치어 죽었다. 그의 무리 짝들 

중 네 명이 그를 둘러싸고 조용히 서서 그의 몸을 

다정하게 쪼았다.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날아올랐고 솔잎을 가

지고 와서 그것들을 그의 몸 옆에 놓았다. 그들은 

모두 한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날아갔다. 그들은 의

심할 바 없이 그들의 짝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런! 너 나를 보았니?

한 연구자가 그가 한 수컷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당

황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 보고했다. 

암컷 원숭이에게 좋은 인상을 준 후에, 그 수컷은 중

요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자랑스럽게 걸어가다가 우

연히 구멍에 빠졌다. 

그는 일어나서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원

숭이들이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알아

차린 후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

리와 꼬리를 들고, 행진해 갔다. 

아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침팬지 전문가인 

Jane Goodall로부터 온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Fifi의 아이인 Moja가 다섯 살 때, 그의 삼촌인 

Figan이 그들 공동체의 우두머리 수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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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a always followed Figan as if he worshiped him. 

Once, as Fifi played with Figan on the ground, Moja 

climbed up the thin stem of a tree. 

When he reached the top, he began swaying wildly 

back and forth as if he was showing off. Suddenly 

the stem broke, and Moja fell  into the long grass. 
felled (X)

When his head came up out of the grass, I saw him 

look over at Figan. Figan paid no attention. The 

little child quietly climbed another tree and began to 

play again.

It Is Not Fair!

It seems that monkeys are no fools when it comes 

to equal pay for equal work.
대 가

• as to = regarding = concerning = when it comes to= 

with[in] regard to(~에 관해서)

According to a study by Frans de Waal, professor at 

Emory University and his colleagues, capuchin 

monkeys became angry when they noticed their 

partners were getting a better reward for the same 

task. The researchers trained two capuchin monkeys 

to return a stone in exchange for a reward. 

번역

Moja는 항상 그를 숭배하듯이 Figan을 따랐다. 한 

번은, Fifi가 땅에서 Figan과 놀고 있을 때, Moja

가 나무의 가는 줄기 위에 기어 올라갔다. 

그가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자랑이라도 하듯

이, 앞뒤로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줄기가 

부러졌고, Moja는 높은 풀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리가 풀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그가 Figan

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Figan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 어린 아이는 조용히 또 다른 나무에 올

라가 다시 놀기 시작했다.

공평하지 않아! 

원숭이들은 공평한 일에 대한 공평한 대가에 관한

한 전혀 바보가 아닌 것 같다.

Emory 대학의 교수인 Frans de Wall과 그의 동

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카푸친 원숭이들은 그들의 

파트너들이 같은 과제에 대해 더 나은 대가를 받은 

것을 보면 화를 내었다.  연구자들은 두 마리의 카

푸친 원숭이들을 훈련시켜 보상에 대한 대가로 돌

을 돌려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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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gave each of the monkeys a cucumber slice in 

return for completing the task. The monkeys happily 
댓 가 로

completed the trade. The next day, the researchers 

gave a grape, more valuable to monkeys than a 

cucumber, to one of the monkeys. 

He was satisfied with this reward. Then the 

scientists gave a cucumber slice to the other monkey 

for the same task. The monkey became very upset, 

throwing the stone and the cucumber slice away. 

The results may signify that monkeys have a sense 
나 타 내 다

of fairness and can become angry when they think 

they are being treated unfairly.

번역

그들은 과제를 완료한 대가로 각각의 원숭이들에게 

오이 조각을 주었다. 원숭이들은 행복하게 거래를 

완료했다. 다음 날, 연구자들은 그 원숭이들 중의 

하나에게 오이보다 원숭이에게 더 귀중한 포도를 

주었다. 

그는 이 보상에 만족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같은 과제에 대해 나머지 원숭이에게 오이 조각을 

주었다. 원숭이는 아주 화가 나서, 돌과 오이 조각

을 멀리 던져 버렸다.  

그 결과는 원숭이들이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가지

고 있고 그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

하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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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o Much! 

In September 2005, a female whale got tangled in 

crab lines. The weight of these lines was making it 

difficult for her to keep her blow hole above the 

water. 

After a team of divers freed her, she gently rubbed 
비 비 다

her nose against each of her rescuers and swam 

around them. One rescuer recalled, “It felt like she 

was thanking us, knowing she was free and that we 

had helped her.” 

He said, “She stopped about a foot away from me, 

pushed me around a little bit and had some fun.” 

Another diver was touched by the encounter: “The 
조 우

whale was doing little dives circling around us. 

I don’t know for sure what she was thinking, but it’s 

something I will always remember.” The rescuers 

may have imagined that the whale was having 

humanlike feelings of gratitude. There is, however,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whale was truly expressing 

gratitude to the divers.

너무나 감사해요!

2005년 9월, 한 암컷 고래가 게 그물에 걸렸다. 이 

그물의 무게는 그녀가 물 위로 분수공을 내 놓는 것

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이버 한 팀이 그녀를 풀어준 후에, 그녀는 다정하

게 그녀의 구조자들 각각에게 코를 비비고 그들 주

위를 헤엄쳤다. 한 구조자는“그녀가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그녀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에게 감

사하는 것처럼 느꼈어요.”라고 상기했다. 

그는 “그녀는 나로부터 30 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서 나를 조금 밀고 즐거워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이버는 그 조우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그 

고래는 우리 주위를 돌면서 조그만 다이빙을 하고 있

었어요. 

나는 확실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

르지만 그것은 내가 늘 기억하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 구조자들은 그 고래가 인간과 같은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고래가 진정으로 다이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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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elings of animals are seen in the sea lion’s cry, 

the monkey’s embarrassment, or the whale’s 

appreciation. It is obvious from the research that 
감 사 명 백 한

animals have feelings ― very strong feelings. 

If this is true, then we are faced with some 

important questions: Are we truly kind to the animals 

we have as pets, the animals we use for food, and 

animals in the wild? 

Can we make animals’ lives and environments 

better? Can we make the world a safer, kinder place 

for our animal friends? 

Maybe studies of animals can help u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animals and find the answers to 

these and many other questions. Maybe animals can 

help us learn to be better people.

번역

동물들의 느낌은 바다사자의 울음, 원숭이의 당황 혹

은 고래의 감사에서 보여진다. 동물들이 감정아주 강

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에 따르면 명백하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질문과 직면

하게 된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애완동물로 가지

고 있는 동물들,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하는 동물들, 야

생의 동물들에게 친절한가? 

우리는 동물들의 삶과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까? 우리는 우리 동물 친구들을 위해 세상을 더 안전

하고 더 친절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동물들의 연구는 우리가 동물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것들과 많은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

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동물들은 우리

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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