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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유용한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고통과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il 이 허리통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관련 표현을 살펴볼게요. 

 

Phil 

I felt a sharp pain in my back. I've always suffered from minor backaches. It hurts to bend my 

back. I might see a doctor about it. 

 

Bolam  

네 Phil 이 제일 처음 뭐라고 했죠? 

 

‘I felt a sharp pain in my back.' 

 

Bolam 

Phil 이 felt a sharp pain 날카로운 통증 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위치를 말하기 위해 

전치사  in 을 사용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그 뒤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하려면 

'I felt a sharp pain in my stomach’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하려면 

'I felt a sharp pain in my le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Phil 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ve always suffered from minor backaches' 

 

Bolam 

Phil 이 suffered from minor backaches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고통 받았다 라고 했는데요. Suffer 

고통받는다, 시달리다 라는 뜻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i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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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 는 비슷한 뜻인데요. Pain 은 보통 참기 힘든 심한 고통을 말할 때 사용하고 ache 는 pain 보다 좀 

더 참을만한 고통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가벼운 복통에 시달린다 라고 말하려면 

'I've always suffered from minor stomach ach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Phil 이 다음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t hurts to bend my back.’ 

 

Bolam 

Phil 이 'it hurts to bend my back' 허리를 접는게 아프다고 했네요. Hurt 는 동사이며 아프다라는 

뜻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My arm hurts' 내 팔이 아프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hurt 를 다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서 'I hurt my arm' 나는 팔을 다쳤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앉는게 아프다 라고 말하려면 

'It hurts to sit down.' 
 

팔을 드는게 아프다 라고 말하려면  

'It hurts to lift my ar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Phil 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I might see a doctor about it.' 

 

Bolam 

Phil 이 'I might see a doctor about it'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갈 것 같다 라고 했죠. 'See a doctor 

직역하면 의사를 보다, 만나다 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라는 뜻 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see a 

doctor'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럼 치과 진료를 받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might see a dentist about it. 

 

물리치료를 받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might see a physiotherapist about i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Phil 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볼게요. 

 

Phil 

I felt a sharp pain in my back. I've always suffered from minor backaches. It hurts to bend my 

back. I might see a doctor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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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오늘은 pain 과 ache 의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동사 hurt 에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료를 보러간다고 말하고 싶을 때 동사 see 를 써서 see a doctor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다양한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만나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