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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dy of the Tiger?

by Frank Stockton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who had some 

strange ideas about how to rule his kingdom. One of 

his plans was to build a stadium for the 
경 기 장 . .

entertainment of his people. 

Instead of sporting events, though, he presented 

criminal trials. People would come to see the guilty 
죄 인 . .

punished and the innocent rewarded.
병 렬 a . . 무 고 한 자 . . 병 렬 b . . .

When a person was charged with a crime, notice 

was given to the public that on an appointed day 

the fate of the accused person would be decided in 
고 발 된 . . .

the stadium. 

When all the people had gathered in the stands, the 

king, sitting high up on his throne, gave a signal. A 
왕 좌 . . 신 호 . . .

door to the arena opened and the person on trial 
원형 경기장

stepped out in front of the crowd. Directly in front of 

the accused were two doors that looked exactly the 
도 치 . .

same.

The Lady of the Tiger?

옛날 옛적에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 

특이한 생각들을 지닌 왕이 살았다. 그의 계획 중 

하나는 국민들의 오락을 위해 경기장을 짓는 것이

었다. 

그렇지만, 스포츠 경기 대신에, 그는 형사 사건 재

판을 선보였다. 사람들은 죄인은 벌을 받고 무고한 

자가 상을 받는 것을 보러 왔다.

  

한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예정된 날에 경기

장에서 피의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공고문이 

내걸렸다. 

모든 사람들이 관중석에 모이면, 저 높은 곳의 왕좌

에 앉은 왕이 신호를 주었다. 경기장 쪽으로 문이 

하나 열리고, 재판 중인 사람이 군중 앞으로 나왔

다. 피의자의 바로 앞에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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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 on trial was required to open one of the 

two doors. He could open either door. He was given 

no direction or no influence, other than that of a 

fair chance. Behind one of the doors was a fierce 

tiger.

• was required to = should

If he opened that door, the tiger would spring upon 

him and tear him to pieces as punishment for his 

crime. The fact that he chose that door was a sign of 
동격 . . .

his guilt. Behind the other door was a beautiful lady. 

If he chose that door, it would be a sign of his 

innocence and he would be allowed to marry her, 
무 죄 . . .

than and there. This system of criminal justice was 
형 사 상 의 . . 재 판 . .

popular among the king's subjects.
백 성 . . .

• be allowed to = can

• than and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When the people gathered to see a trial, they would 

not know whether they would witness a cruel 
목 격 하 다

punishment or a happy wedding. This sense of 

uncertainty became the key source of 

entertainment.

번역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열어야 

했다. 둘 중 어떤 문을 열어도 되었다. 그는 공평한 

기회 외에는 어떤 지시나 영향도 받지 않았다. 하나

의 문 뒤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있었다. 

만약 그 문을 열면, 호랑이가 그에게 달려들어 죄에 

대한 벌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었다. 그 문

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유죄에 대한 표시였다. 

다른 하나의 문 뒤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만일 그 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무죄라는 표

시이며,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와 결혼하도록 

허락받을 것이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제도는 왕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모여들 때, 그들은 잔인

한 형벌을 목격하게 될지, 아니면 행복한 결혼식을 

목격하게 될지 알지 못할 것이었다. 이러한 불확실

성이 오락의 주된 원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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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is king had a beautiful daughter whose soul 

was as passionate and wild  as his own. There was 
자유분방한

also a young man from a poor family who loved the 

princess.She was very happy with him, for  he was 
because

handsome and brave to a degree unmatched in the 

whole kingdom. 

• to a degree unmatched in: ~ 에서 필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

로

Soon, however, the king discovered their secret 

love affair. The youth was immediately thrown into 

prison. A day was appointed for his trial in the 

king's arena. The whole kingdom eagerly waited for 

the trial, which would determine whether the young 
= i f . . . . . . . .

man had been wrong to love the princess.

The appointed day arrived. From near and far the 

people gathered and crowded into the great stadium. 

The stage was set. At a signal from the king, the 

door opened, and the young man walked into the 

arena. The crowds began to whisper to one another 
수근거리다 . . .

about how handsome the young man was. 

번역

자, 왕에게는 자신처럼 열정적이고 제멋대로인 영

혼을 가진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또한 그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

는 왕국을 통틀어 비길 자가 없을 정도로 잘생기고 

용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아주 행

복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왕이 그들의 밀애를 알아차렸다. 

젊은이는 즉시 투옥 되었다. 왕의 경기장에서 열릴 

그의 재판 일자가 정해졌다. 왕국 전체가 재판을 손

꼽아 기다렸고 이 재판에서 젊은이가 공주를 사랑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지가 결정될 것이었다.

정해진 날이 되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대가 마련되었

다. 왕의 신호에 따라 문이 열렸고, 젊은이는 경기

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군중들은 그 청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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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nder the princess loved him! What a terrible 

thing for him to find himself in such a situation! 

Everyone was nervous to see what would happen 
신 경 과 민 의 . . .

next. Standing in the arena, he turned to face the 

princess, who sat next to her father. He quickly 

realized that the princess knew what was behind 

each door. 

Possessed of great power and influence, she had 

discovered the secret of which of the two doors led to 

a lady. The princess knew who the lady was. She 

was one of the loveliest ladies of the court, and the 
궁 중 . . .

princess hated her. 

Often the princess had seen this fair creature 

throwing glances of admiration upon her lover, and 

sometimes she thought that these glances where 

returned. Now and then the princess had seen them 

talking together; it was but for a moment or two, but 
o n l y

much can be said in moment. 

• Now and then=  once in a while, from time to time, 

occasionally , at times

With all the intensity of her passion, she hated the 

lady who at that moment was standing calmly 

behind one of the two silent doors.

• With all = for all = despite = in spite of

번역

공주가 그를 사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니 그에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던가! 

모든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이 

떨렸다. 경기장에 서서 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공주를 바라봤다. 그는 공주가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음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그녀는 둘 중 어느 문

이 여인에게로 이어져 있는지 비밀을 알아냈던 것

이다. 공주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

녀는 궁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중 한 명이었

고, 공주는 그녀를 싫어했다. 

공주는 이 어여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게 감탄의 눈빛을 날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고, 또 

때로는 이러한 눈빛이 화답한다고 생각했다. 공주

는 가끔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었지만, 짧은 순간에도 많은 말이 

오갈 수 있는 법이었다. 

공주는 열정을 다해 지금 이 순간 두 문 중 한 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녀를 증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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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veral days, the princess had been unable to 

either eat or sleep, greatly troubled by conflicting 

thoughts. She would often cry in horror, as she 

thought of her lover's final moments at the teeth of 
존재

the tiger, after opening the wrong door. 

She was also troubled , however, by a contrasting 
상 반 된

image of his happiness / as he opened the door of 

the lady! The princess's soul burned in anger / as 

she imagined them joyfully celebrating their 
거 행 하 다

wedding!

Torn  between jealousy and love, the princess would 
가슴이 미어지는

have to answer the question she read in her lover's 

quick and anxious glance: "Which door?" There 

was not a moment to lose. The question was asked 

in a flash; it demanded an immediate answer.  She 

raised her right hand, and made a small but 

significant movement toward the right. No one but 
except

her lover saw it.

He turned confidently and with a firm step walked 

up to the door. With eyes wide open, the people 

held their breath. Without hesitation, he went to the 

door on the right, and opened it.Now I leave it to you, 

dear reader: Which came out of the opened door - 

the lady, or the tiger?

번역

여러 날 동안 공주는 모순되는 생각들로 너무 걱정

이 되어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못된 문을 연 후 호랑이 이빨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그녀는 자주 공포에 떨며 울었다. 

그러나 또한 여인이 있는 문을 열었을 때 그가 행복

해하는 상반된 모습을 떠올리며 공주는 괴로워했다. 

자신들의 결혼을 행복하게 거행하는 그들을 상상하

면서 공주의 영혼은 분노로 타들어갔다.

질투심과 사랑 사이에서 가슴이 미어진 채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재빠르고 초조한 눈빛에서 읽은 

“어느 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한시

도 지체할 수 없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질문은 던

져졌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으로 작지만 의미심장한 손짓을 했다. 

그녀의 애인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돌아서서 단호한 걸음걸이로 문

으로 걸어갔다. 눈을 크게 뜬 채, 사람들은 숨을 죽

였다. 망설임 없이 그는 오른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당신의 판단에 맡

기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것은 여인이었을까

요, 아니면 호랑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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