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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s Needed 

One of my favorite novels ever is Pride and 

Prejudice by Jane Austen. Recently I saw a movie 

directed by a very famous Indian director based on 

this novel. The movie Bride and Prejudice caught 

my attention with its colorful scenes and funny 

dialogues. 

However, what amazed me was that, unlike most 

Westerners, the two main characters never kissed. 

Later, I read about the scandal caused by a famous 

Hollywood actor who tried kissing an Indian actress 

in public. 

Then I realized that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are 

not the same everywhere in the world. Indonesia has 

a law that bans kissing in public places. The law 

stipulates that people caught kissing in public can 
demand, specify

be jailed for up to 10 years and fined. 

A British writer, George Orwell, noted in his 1934 
언 급 하 다

novel Burmese Days, that the Burmese people do 

not kiss at all and do not even have a word for this 

practice.'' Whether  that is true or not, only the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Burmese people might know.

번역

내가 여태껏 좋아하는 소설중 하나는 Jane Austen

에 (의해 쓰여진) 의한 오만과 편견이다. 최근에 나

는 이 소설을 기초로하여 아주 유명한 인도 감독에 

의해 촬영된 영화 한편을 보았다. 그 영화 신부와 

편견은 그것의 다채로운 장면과 재밌는 대화로 내 

이목을 잡았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의 서양인과는 

달리, 두 메인 등장인물이 전혀 키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공개적으로 인도 여성배우와 

시험 삼아 키스했던 한 유명한 할리우드 남자배우

에 의해 야기된 스캔들에 대해 읽었다. 

그때 나는 애정의 공개적인 표현이 세계에 모든 곳

에서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

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그 법

은 키스를 하면서 붙잡히는 사람은 최대 10년간 수

감될수 있으며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영국작가 George Orwell은 그의 1934년도 소

설인 미얀마의 생활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전혀 키

스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관습에 대한 말조차 갖

고 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

지는, 오직 미얀마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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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olding among males is a custom that shows 

special friendship and respect in several Middle 

Eastern countries. In parts of North America, on the 

other hand, holding hands between two men is not 
반 면 에

socially acceptable. 

So you can hardly ever see males holding hands in 

North America. Kissing or holding hands is not the 

only example that shows cultural differences. One of 

my friends, Jane, who visited Bulgaria last year, told 
동 격

me about an embarrassing experience she had 
e m b a r r a s s e d ( X )

there due to her ignorance of a unique Bulgarian 
u n a w a r e n e s s

gesture. 

Jane went to a restaurant on her first day in 

Bulgaria. "I'll have coffee," she told the waiter. He 

shook his head from side to side. "Okay, tea," my 

friend said, thinking that maybe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coffee machine Again, he 

shook his head. "Urn... orange juice?" Once more, 

he shook his head. 

By now, he was looking at my friend like she was a 
이쯤되니

crazy person, and Jane was totally confused.Then 
c o n f u s i n g ( X )

after she listened to her Bulgarian friend's 

explanation, she could understand.

번역

남성들간에 손잡기는 여러 중동 국가에서 특별한 

우정과 존경을 보여주는 관습이다. 반면에, 북아메

리카 일부에서는 두 남성간의 손잡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당신은 북아메리카에서 여태껏(지금까지 

단한번도) 남성들이 손잡고 있는 것을 볼수 없다. 

키스하기 또는 손잡기는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는 아니다. 내 친구중 한명인 제인은 작년

에 불가리아에 방문했는데 내게 독특한 불가리아의 

제스처를 몰라서 그녀가 겪었던 난처한 경험을 말

해주었다. 

제인이는 불가리아 첫째날에 한 레스토랑에 갔다. 

“커피 마실게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말했다.그는 

그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알겠습니다. 차주세

요” 내 친구가 아마도 커피기계에 무언가 잘못된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다시한번, 그는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흠.. 오렌지 쥬스주실래요? 한번

더, 그는 그의 고개를 흔들었다. 

이쯤되니, 그는 내 친구를 광녀처럼 보았고, 제인은 

완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녀의 불

가리아 친구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녀는 이해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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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ke of the head by a Bulgarian means yes, and 

a nod - w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 for yes - 

means no. I myself had a similar experience in 

Greece to the one that Jane had in Bulgaria. I went 

on a trip to Greece with my friend a few years ago. 

After sightseeing all day long, on my way back to the 
관 광 하 다

Sunrise Hotel, where we were staying, I asked the 

bus driver if the bus was headed for the hotel. He 

nodded, and we jumped on the bus. Terribly 

fatigued, we fell asleep in a minute. 

But when our sleep was disturbed by the driver, we 

found ourselves in a totally strange place. It was not 

until the hotel manager told us the meaning of 

nodding in Greece that we understood the real 

meaning of the bus driver's gesture. 

• not until A(S+V~) B(that~):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In Greece, tipping the head back means no while 

dropping the chin down several times means yes. 

Spitting is another embarrassing custom. Spitting 
e m b a r r a s s e d ( X ) 침 뱉 기

on another person is considered a sign of 

disrespect in most cultures,'' but it can be a blessing 
무례 , 결례 , 불경

if done in a certain way among the Masai of Kenya.

번역

불가리아 사람에 의한 머리 흔듬은 yes를 의미하

고, 나머지 세계가 예스를 위해 하는 고개끄덕임은 

No를 의미한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에서 제인이 불

가리아에서 가졌던 같은 경험을 했다. 나는 내 친구

랑 몇 년전에 그리스에 여행을 갔다. 

하루종일 관광을 하고나서, 우리가 머물렀던 

Sunrise Hotel에 돌아가는 중에, 나는 버스기사에

게 버스가 호텔로 향해지는지를 물었다. 그는 고개

를 끄덕였고, 버스에 올라탔다. 너무 피곤한채로, 

우리는 1분내로 잠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잠이 기사아저씨에게 방해받았을때, 

우리는 우리자신이 완전 이상한 장소에 있다는 것

을 알았다.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그리스에서 끄

덕이는 의미를 말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버

스기사의 제스처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스에서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NO를 의미하

는 반면 턱을 수차례 떨어뜨리는 것은 YES를 뜻한다.

침뱉는 것은 다른 난처한 관습이다. 다른 사람에게 침

을 뱉는 것은 대부분 문화에서 불쾌함의 표시로 간주되

지만, 케냐의 마사이족사이에 특정 방법으로 행해진다

면 그것은 축복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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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m, spitting on a person or thing is regarded 

as a sign of respect and good will. Newly born 

children are spat on by everyone who sees them.

• regard[look upon, think of] A as B

When guests visit the Masai village, every Masai 

spits on his or her hand first before extending it  to 
그리고 나서 뻗 다 hand

the visitors. They spit when they meet and when they 

part. In addition, they expect others to act in the 
헤어지다

same way.'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The more generously we spit on them, the greater 

their pleasure is. Nonverbal communication is highly 
h i g h ( X )

culture bound. If you do not know much about other 

cultures and gestures,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other societies and ethnic groups is likely to 

cause misunderstandings.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Still, communicating through gestures and customs 

can be fun. It makes our world vivid and colorful. 

Silent languages can sometimes be louder than 

words.

번역

그들에게 있어, 한 사람이나 무엇인가에 침뱉는 것

은 존경과 호의의 표시이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은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에 의해 침을 맞는다.

방문객들이 마사이 마을에 방문할 때, 모든 마사이

족들은 손을 방문자들에게 내뻗기전에 그의 혹은 

그녀의 손에 먼저 침을 뱉는다.그들은 그들이 만날 

때 그들이 이별할 때 침을 뱉는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한다.

  

후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침을 뱉을수록, 그들의 기

쁨은 보다 커진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매우 문화

와 관련되어있다. 당신이 다른 문화들과 제스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회들과 민족적 집

단에서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은 오해를 불러일으키

기에 쉽다. 

  

하지만, 제스처와 관습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활기있고 다채롭

게 만든다. 침묵적언어들은 때때로 말들보다 보다 

커질수 있다.  (= 의미전달에 더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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