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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Together

The Hiss  Without the Bite
쉿 소리를 내다

One day, a teenage boy sat next to a wise man on a 

long train journey. The wise man had an expression 

of calm happiness on his face. 

After watching him for a few minutes, the boy 

turned to the man and asked, “Sir, you seem to be a 

very peaceful wise man, but have you mastered 

anger?” “Yes, I have.”

“Do you mean to say that you never get angry?”

“No, that’s not what I mean.”

“But you said you’ve mastered anger.”

“Yes, I did.”

“So, you don’t feel anger?”

“I didn’t say that. I just mean that I can control my 

anger.”

“Still, I can’t help wondering ...” the boy said. “Do 

you really feel that you have your anger fully under 

control?”“As I’ve already said, yes, I do.”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can not help -ing / can not  but R / can not help but R / 
have no choice but to do 

번역

뱀이 쉬이하는 소리만 내고 물지는 않는다.

어느 날 한 십 대 소년이 오랜 기차 여행 중에 현자

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 현자는 얼굴에 편안하고 행

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몇 분 동안 쳐다본 후, 소년이 그 사람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물었다.“선생님, 정말 평온하

고 현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화를 다스릴 수 있

으신가요?”“그럼요, 다스릴 수 있지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지요.“

“그렇다면, 화를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단지 화를 통제할 수 있

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소년이 말

했다.“정말로 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제가 이미 말했듯이,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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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but ... I find that hard to believe.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Enough!” said the wise man, raising 

his voice. “Stop asking me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Well, sir! Now you’re angry, so I guess you haven’t 

mastered anger yet.” “Actually, I have,” the wise 

man said with a meaningful smile. “Let me explain 

by telling you a story about a snak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snake that lived on a 

path leading from a village to a temple. The 
이 어 지 는

villagers were scared of it, so they threw stones at it 

and stepped on its home. 

Then the snake started to bite the villagers, and 

they stopped going to the temple. A monk who lived 

in the temple was unhappy about this, so he went to 

the snake and told it that it was wrong to bite people. 

The snake agreed and promised never to do it 

again. However, when the villagers realized that the 

snake was no longer dangerous, they started 

throwing stones at it and stepping on its home 

again. 

번역

“네, 하지만...믿기 어려운걸요. 진실을 말씀하고 계

신 건가요?“ “그만하세요!“ 현자가 언성을 높여 말

했다.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보세요, 선생님! 지금 화나셨잖아요. 역시 화를 아

직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그렇지 않

아요.“ 현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다.“제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림으로써 

설명해 드리지요.“

옛날 옛적에 마을에서 사원으로 이어지는 길에 뱀

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여, 

뱀에게 돌을 던지고 뱀의 집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마을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사람들

은 사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원에 살고 있던 

수도승은 이러한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게 되자, 뱀

에게 가서 사람을 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

기했습니다.

뱀은 동의하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

니다.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뱀이 더는 위험하지 않

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들은 다시 뱀에게 돌을 

던지고 그의 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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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days later, the snake, hurt and bleeding, came 

to the temple to see the monk. ‘What happened?’ 

asked the monk. 

The snake said, ‘No one is afraid of me now and the 

villagers treat me very badly!’ The monk sighed. ‘I 

told you not to bite,’ he said. ‘I didn’t tell you not to 

hiss.’” So what was the point of the wise man’s story? 

He wanted to tell the boy that it’s wrong to behave 

violently and hurt others, but it isn’t wrong to express 

anger when someone treats you unfairly. Just 

because the snake had agreed to stop biting people, 

that didn’t mean that it was not allowed to show its 

anger at all. 

It could have shown that it was angry by hissing at 

the people. That way, the people would still be afraid 

of the snake without it  having to harm them. 
양 보 의 의 미 의주

Showing your anger is okay as long as you show it 

in a reasonable way. Letting people know / when 

you’re angry can actually help protect you and 

even make a situation better.

번역

며칠이 지난 후, 뱀은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 사원으

로 수도승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수도승이 물었지요. 

뱀이 “이제 아무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저

에게 정말 심하게 대해 요!“ 라고 말했습니다수도승이 한숨

을 쉬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물지 말라고 했지, 쉬익 소

리를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네.“ 라고 수도승이 말했습니

다. 그래서 현자의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소년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사람을 다치

게 하는 것은 나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화를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음을 말하

고 싶었던 것이다. 뱀이 사람들을 물지 않기로 약속

했다고 해서 화를 전혀 표출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

다. 

뱀은 사람들에게 쉬익 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이 화

가 났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

면 사람들은 뱀이 그들을 해치지 않더라도 여전히 

뱀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만 한다면 화를 표출하

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는 데뿐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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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like the snake, people generally 

think that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are the 

same thing, so they try to hold their anger back. 

Anger is a natural feeling that you get when 

something happens to you that you think is bad or 

unfair. However, if you let your anger get the best of 

you, it can make you violent and cause you to fight 

with others or attack them. 

When feelings of anger are held back, they may 

build up and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damage 

your relationships and even harm your health. 

You can keep feelings of anger inside for a while, but 

eventually they will come out, and then you may 

overreact. 
과 민 반 응 하 다

If your suppressed anger explodes at the wrong 
s u p p r e s s i n g ( X )

time, you might even attack someone who hasn’t 

really done anything wrong.

번역

불행히도, 뱀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와 공격

적인 행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화를 억누르려

고 노력한다. 

화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쁘거나 부당한 일이 자

신에게 일어났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만약 화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둔다면, 

화로 인해 여러분은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

람과 싸우게 되거나 그들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다. 

화라는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점점 쌓이면서 

강해져서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심지

어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화나는 감정을 한동안은 속에 담아 둘 수 있지만, 

결국 그 감정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은 과민 반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억압되었던 감정이 잘못된 시점에 폭발하면, 여러

분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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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s better to learn to show your anger in a 

positive way. For example, when you’re mistreated 

by someone, you probably can’t help feeling anger. 

But instead of acting aggressively, you can start by 

saying, “I’m angry at you because ...” and asking the 

person to explain his or her side of the situation. 
입 장

Then you might ask,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o make this better?” Eventually, the two of you 
결 국 은

will probably reach an agreement. 

Dealing with anger this way makes it a win-win 

situation. Problems can be resolved and bad 

situations can be improved by talking  them out.
개 선 되 다 터놓고 이야기하다

번역

그러므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

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여러분은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

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청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

다. 결국은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에 대처하는 것은 문제를 모두

에게 좋은 상황으로 만든다.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

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나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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