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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The Storytell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방송에선 전세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영어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오르미아주에서 전해져내려오는 “개싸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주 현명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단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fight 싸우다, own 소유하다, ignore 무시하다… 입니다. 잘 들어보고 이 이야기에서 

싸움을 하는 이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Storyteller 

One day a wise old man saw two dogs fighting. He said, ‘If those dogs don’t stop fighting, the 

boys who own them will start fighting.’ 

Everyone laughed and ignored him but a few minutes later a boy saw the dogs. To protect his dog, 

he hit the other dog with a stick. At that moment, the boy who owned the other dog saw what 

happened, and the two boys began fighting. 

The wise old man said, ‘If those boys don’t stop fighting, their mothers will start fighting.’ 

Everyone laughed and ignored him but a few minutes later one of the mothers came out of her 

house and saw the boys. To protect her son, she hit the other boy. At that moment, the other boy’s 

mother saw what happened, and the two women began fighting. 

The wise old man said, ‘If those women don’t stop fighting, their husbands will start 

fighting.’ 

 

Bolam 

잠시만요. 이제까지 세 번의 싸움이 있었죠. 개싸움, 개 주인의 싸움, 그리고 그 주인의 

어머니들의 싸움. 이 현명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싸움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요. 이 

노인의 경고가 맞았나요? 자 어떤 경고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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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er 

If those dogs don’t stop fighting, the boys who own them will start fighting. 

If those boys don’t stop fighting, their mothers will start fighting. 

 

Bolam 

이 노인이 마을에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문법 표현을 살펴보면, 어떤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f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문장에는 will과 또 다른 행위가 나옵니다. 물론 not 을 사용해서 

부정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봅시다. 몇 가지 

단어를 알려드리자면 war 전쟁, die 죽다, forgive 용서하다..입니다. 자 이 마을이 이 

현명한 노인의 조언을 따를까요?  

 

Storyteller 

Again everyone laughed and ignored him, but soon the husbands saw what their wives were doing 

and they, too, began fighting. 

And the wise old man said, ‘If those men don’t stop fighting, their families will start 

fighting.’ 

Still everyone ignored him and so the families began a small war. Eight men died on each side. 

Finally, the wise old man said, ‘Now stop fighting and forgive each other.’ 

 

Bolam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의 조언을 따랐지만 너무 늦은 후였죠. 노인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Storyteller 

If those men don’t stop fighting, their families will start fighting. 

 

Bolam 

자 여기서 또 if와 will 이 나왔죠? 여기서 not을 쓴 것도 알아채셨나요? ‘If those men 

don’t stop fighting…’ 이 부분이었죠?  

 

자 마무리하기전에 한 번 연습해볼게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먼저 오는 문장은 if와 어떤 행위로 시작하고 그 다음 문장은 will과 또 

다른 행위가 나오는거 기억하시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not을 쓸 수 있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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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서로 다른 주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f it rains later, I’ll stay at home’, 

또는 ‘If the bus doesn’t come, we’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The Storytellers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영어 배워보아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