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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The Storytell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전세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영어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말’이라는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 가진 거라곤 말 한 마리 밖에 없는 peasant 소작농과 his son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자성어인 새옹지마가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neighbours 이웃, run away 달아나다, a mare 암말입니다.  

 

Storyteller 

Many years ago a peasant with his son lived in a village. They were very poor and only had one 

horse. 

One day, the horse ran away. The peasant’s neighbours came to his house.  

‘This is a very bad thing!’ they said.  

He thanked them for their visit, but asked, ‘How do you know this is a very bad thing?’  

A week later, the horse returned with a mare. The peasant’s neighbours came to his house again. 

‘This is a very good thing!’ they said.  

Again, he thanked them for their visit, but asked: 

‘How do you know this is a very good thing?’ 

 

Bolam 

자, 잠시만요.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 농부의 말이 도망갔지만 농부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이웃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암말과 함께 

돌아왔을 때도, 농부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웃들의  지적에 의문을 가졌죠.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들어볼까요? 도움이 될만한 단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broke his leg 다리가 부러졌다, war 전쟁, army 군대, foal 망아지, 

good price 좋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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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er 

A month later, the peasant’s son was working with the horses when he fell and broke his leg. The 

neighbours returned.  

‘This is a very bad thing!’ they said. 

‘How do you know this is a very bad thing?’ the peasant asked.  

A few months later there was a war. The army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all the healthy 

young men. The only one they left was the peasant’s son, because of his broken leg. Eventually, all 

of the young men died in the war but after a while, the peasant’s son recovered.  

Several months later the two horses had a foal that was sold at a good price.  

In the end, the village understood the peasant’s questions. Things are not always all very good or 

all very bad. 

 

Bolam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지혜를 이해하게 됐군요!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Storyteller 

A month later, the peasant’s son broke his leg. 

A few months later there was a war. 

Several months later the two horses had a foal.  

 

Bolam 

세 가지 표현 모두 later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시간 부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a week later 일주일 후, 

a month later 한 달 후, a few months later 몇 달 후, several months later 여러 달 

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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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영어 배워보아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