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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안녕하세요 English Matter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 날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며 관련된 영어표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mistakes 실수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Tom 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사용했던 영어표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om 

I made a big mistake at work. I didn't mean to delete my colleague’s files. I feel bad about it. 

He was very upset. I should apologise tomorrow. 

 

Kee  

네 그럼 먼저 Tom 이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 표현을 다시 들어볼게요. 

 

‘I made a big mistake at work.' 

 

Kee 

네, 어떡하죠. ‘Tom made a big mistake at work’ Tom 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할 때는 우선 동사 make 를 사용하는데요, ‘make’의 과거형 made 를 사용해서 실수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수를 했어요 라고 하면 'I made a mistake today', 쓰기에 

실수를 했어요 라고 하면 I made a mistake in my writing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Tom 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I didn’t mean to delete my colleague’s files.’ 

 

Kee 

아이고, Tom 이 정말 실수를 했네요. Tom 이 이렇게 말했죠. ‘deleted my colleague’s files’ 동료의 

파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 네 

그렇죠, Tom 이 ‘I didn’t mean to’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mean’인데요,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Mean 은 주로 to 부정사와 같이 

사용해서 I didn’t mean to call you. 내가 전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또는 mean 의 과거형 

meant 를 사용해서 ‘I meant to call you’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실수를 한 후에 Tom 의 마음이 어땠는지 들어볼게요. 

 

‘I feel bad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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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Tom 이 ‘I feel bad about it’ 그것에 대해 마음이 좋지않아,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표현은 무언가를 후회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about 다음에는 명사, 혹은 동사의 -ing 형태인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I feel bad about lying’ 나는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직장 동료는 어땠을까요. 한 번 들어보세요.  

 

‘He was very upset.’ 

 

Kee 

네, ‘he was very upset’ 그는 very 매우 upset 속상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Upset 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난 감정뿐 아니라, 슬픈거나 혹은 걱정이 되는 감정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가지 감정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럴때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들어, 여러분의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하면 I’m upse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슬프고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the teacher is upset’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걱정이 된다기 보단, 많이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Upset 은 생활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니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Tom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어볼게요.  

 

‘I should apologise tomorrow.’ 

 

Kee 

‘I should apologise tomorrow’ 내일 사과해야겠다 라는 문장입니다. Should 는 뭔가 올바른 행동을 

말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Tom 은 옳은 일이 apologise tomorrow 내일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Tom 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Tom 

I made a big mistake at work. I didn't mean to delete my colleague's files. I feel bad about it. 

He was very upset. I should apologise tomorrow. 

 

Kee 

네, 여러분들은 일에서 made a mistake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didn't mean to'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deleting files 누군가의 파일을 지워서 feel bad about it 상대방에게 미안했거나, 혹은 그런 

일을 겪어서 upset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should apologise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주제와 다양한 표현으로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만날게요. 

Good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