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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The Storytell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코너는 전세계 이야기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미소짓는 토끼’라는 제목의 멕시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너무 가난해서 ‘a rabbit’ 토끼 한 마리와 ‘a jaguar’ 표범과 비슷한 

동물인 재규어 한 마리밖에 없는 노인 부부에 관한 이야기에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escape’ 달아나다, ‘a cage’ 우리, ‘he’d been 

tricked’ 속임을 당했다와 ‘a cave’ 동굴입니다. 그럼 토끼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Storyteller 

An old man and his wife were very poor. All they had were a rabbit and a jaguar. One day, they 

decided to eat the rabbit and started heating water to cook him. So the jaguar said to the rabbit 

‘The old people will eat you and they will give me a piece. You won't escape this.’ 

‘No’, said the rabbit, ‘the old people are heating water for hot chocolate. Get into my cage and 

you'll see. They'll give you the first cup.’ The jaguar got into the cage, and quickly the rabbit 

escaped. Angry that he’d been tricked, the jaguar broke the cage and went looking for the rabbit. 

After a long time, he found him in a cave.  

 

Bolam 

자, 잠시만요.토끼가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재규어를 속이고 동굴로 달아났지만 

재규어가 토끼를 찾아냈습니다. 토끼와 재규어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이 

부분만 다시 들어볼게요.  

 

Storyteller 

‘The old people will eat you and they will give me a piece. You won't escape this.’ 

‘Get into my cage and you'll see. They'll give you the first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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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이 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해서 미래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법 형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협박을 할 때, 경고를 할 때, 또는 약속이나 어떤 제의를 

할 때 사용합니다. 미래시제는 주어와 ‘will’을 사용한 후, 다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온 동사는 ‘eat’먹다, ‘give’주다, 

‘escape’달아나다, ’see’보다가 있었습니다. 부정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will’ 과 

‘not’이 축약되어 ‘won’t’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stick’ 막대기, ‘hanging from a 

vine’포도나무덩굴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suddenly let go’ 갑자기 놓아주다..입니다.  

토끼는 재규어에게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Storyteller 

‘There you are, rabbit! I will eat you.’ The rabbit replied ‘Who are you? I don't know you. And can’t 

you see my cave is falling down? Will you help me? Stay here and I’ll look for a stick.’ But while 

the jaguar stayed in the cave, the rabbit escaped. Angry that he’d been tricked again, the jaguar 

went looking for the rabbit. After a long time, he found him hanging from a vine, laughing. The 

jaguar jumped up, pulled on the vine and suddenly let go, sending the rabbit up into the air all the 

way to the moon. That is why you can see a laughing rabbit on nights when the moon is full. 

 

Bolam 

토끼가 재규어보다 꾀가 앞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달에서 웃고 있는 

토끼를 볼 수 있는 거랍니다.  

 

The Storytellers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