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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 Happen!

Hi, everyone. I am Dr. Jennifer Kim. 

It's a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to your class. 

When your teacher asked me to give you a talk 

about how to treat some of the most common 

injuries, I thought that it was a great idea.

     

We all want to live a healthy life. However, accidents 

will happen and you may suffer from injuries.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unexpected injuries 

that can often occur in your everyday life. 

If you know what to do when you get injured, you 

can reduce the pain and healing time.

     

Here are the four most common injuries you may 

suffer from : ankle sprains, minor cuts, scrapes, and 

minor burns. 

Let's talk about how to take care of yourself when 

these injuries occur to you.

Accidents Happ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Jennifer 김입니다. 

여러분 학급에 초대되어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흔한 부상을 처치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을 때,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

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고 여러분은 부상으로 고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부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면, 통증과 치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네 가지 부상이 있습

니다. : 발목염좌, 경미하게 베인 상처 찰과상, 경도 

화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6. 11. 9.

실용영어1(천재이) 4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kle Sprains

I'm pretty sure that some of you have sprained your 

ankle while playing sports.

When you sprain your ankle, it is very important to 
삐 다 발 목

take appropriate actions immediately after the injury. 
적 절 한 p r o p e r

By doing so, you can prevent further damage and 
far ther (X)

reduce pain. You can also help yourself recover 

quickly.

Now, let me ask you what you think the right 

treatment for an ankle sprain is. 

Do you think you should apply ice or a warm towel to 

the injured ankle? 

If you answered ice, you're right. Never put a warm 

towel on a sprained ankle. It will worsen the injury. 
악 화 시 키 다

Now, look at the picture on the screen and observe 
지 켜 보 다

the steps you should take when an ankle sprain 

occurs.

• take action= take a step, take a measure  = adopt a 
move = come up with a measure 조취를 취하다

  

발목 염좌

여러분 중 몇몇은 틀림없이 운동을 하는 동안 발목

을 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발목을 삐었을 때는 부상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상을 막고 고통도 줄

일 수 있어요. 또한 빨리 회복 할 수 있게 해 주죠. 

자, 발목을 삐었을 때 올바른 치료법이 무엇이라 생

각하는지 물어볼게요. 부

상당한 발목에 따뜻한 수건을 대야 할까요, 아니면 

얼음을 대야 할까요? 

만약 얼음이라 대답했다면, 맞습니다.발목 삔 데에

는 절대 따뜻한 수건을 대서는 안돼요. 부상이 더 

악화됩니다. 

이제, 화면의 그림을 보면서 발목을 삐었을 때 취해

야 하는 단계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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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immediately after the injury, try not to move. 

Rest your ankle above the level of your heart.

  2. Apply ice to the injured area. It reduces swelling 

and pain. Do not apply ice directly to the skin. Use a 

thin towel to wrap the ice, or use an ice bag. Apply 

ice for 20 minutes at a time.

  

3. Take a 30-minute break before you apply ice 
그 리 고 나 서

again. Keep icing the ankle for the next few hours.

4. When swelling goes down, you may move 

around. However, don't put weight on the injured leg. 

Try to move with the help of others. Go see a doctor 

and get your ankle checked.

번역

1. 먼저 부상당한 직후 움직이지 마세요. 발목을 심

장 높이 위로 올리세요.

2. 부상당한 부위에 얼음을 올리세요. 부기와 통증

을 줄여 줍니다. 피부에 얼음을 직접 갖다 대지 말

고, 얇은 수건으로 얼음을 감싸거나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세요. 얼음은 한 번에 20분 동안 대세요.

3. 얼음을 다시 대기 전에 30분의 시간을 두세요. 

이후 몇 시간 동안은 계속 발목에 얼음을 대세요.

4. 부기가 가라앉으면, 움직여도 됩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에 체중을 싣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아 움직이도록 하세요. 의사에게 가서 발목

을 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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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Cuts

Cuts are one of the common injuries in our daily 

lives. 

You may get a paper cut or cut your finger with a 

knife while cooking in the kitchen. 

Most cuts affect only the top layer of the skin and do 

not do much damage. 

• affect = have an effect[impact / influence] on 영향을 

미치다 

However, if the bleeding doesn't stop within a few 

minutes, this is a sign that you should go see a 

doctor and get your wound stitched.
꿰 대 다

     

For minor cuts, however, you may follow these 

simple steps.

1. Make sure no dirt, glass, or other material remains 

in the wound.

2. Cleanse the wound. Soap and water will do . Dry 
세 척 하 다 충분하다

the wound. Apply antibacterial ointment.
 항 균 연 고

3. Put a bandage on the wound for protection.

경미하게 베인 상처

베인 상처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부

상 중 하나입니다. 

종이에 벨 수도 있고, 요리하는 동안 칼에 베일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표피층만 상처 입고, 많은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분 안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상처를 꿰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베임이라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먼지나 유리, 또는 다른 물질이 상처에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2. 상처 난 곳을 세척하세요. 비누와 물이면 됩니

다. 상처를 말리고 항균 연고를 바르세요.

3.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창고를 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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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s

     

Scrapes are often caused by falls onto the hands, 

elbows, or knees. 

Scrapes are usually much more painful than cuts. 

However, most scrapes that we suffer from in our 

daily lives heal quickly.

Now, here's what you should do to treat a scrape.

1. Remove all dirt and foreign matter from the 

wound.

2. Wash the wound with soap and warm water.

3. If the wound is large and continues to bleed, put a 

bandage on the wound. 

The bandage must be removed if it gets wet. 

Change bandages until the wound is completely 

dry.

4. You can apply some ointment to keep bandages 

from sticking to the wound.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inhibit, 
restrain,dissuade, prohibi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
다

찰과상

넘어지면 손이나 팔꿈치, 또는 무릎을 긁히게 됩니

다. 

보통 긁힌 상처는 베인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다쳐서 긁힌 상처는 금방 회

복됩니다. 

여기 찰과상을 치료하는 법이 있습니다.

1. 상처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2. 상처를 비누와 따뜻한 물로 세척하세요. 

3. 만약 상처 부위가 넓고 출혈이 계속되면, 반창고

를 붙이세요. 

반창고가 젖으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반창고를 교체하세요.

4. 반창고가 상처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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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Burns

     

You may burn your hand or other parts of your body 

while cooking in the kitchen. Most burns are minor 

and will heal on their own. 

But they are still painful. The following are the steps 

you should take to reduce pain and to heal quickly.

• take action= take a step, take a measure  = adopt a 

move = come up with a measure 조취를 취하다

1. Immediately after the injury, run cool water over 

the burned area until the pain is relieved.

2. However, do not use ice to cool the burn.

3. Don't apply cream or ointment without a doctor's 

advice. In a few hours, blisters may form on the 
물 집

burned area.

4. Be careful not to break the blisters. Keep the area 

clean and let the blisters break by themselves.

     

Remember! Accidents happen, and it's very 

important to know exactly what to do when you're 

injured. 

I hope you stay healthy during your high school 

years. Thank you.

경도 화상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여러분의 손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데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상은 

경미한 것이라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도 화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은 고

통을 줄이고 빨리 낫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들입니

다.

1. 부상을 당한 즉시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흐르는 

찬물에 대세요.

2. 그러나 화상을 식히려고 얼음을 사용하지는 마

세요.

3. 의사의 지시 없이는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마

세요. 몇 시간이 지나면 화상 부위에 물집이 잡힐 

것입니다.  

4. 물집을 터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상처 부위를 

항상 깨끗이 하고 물집에 저절로 터지도록 두세요.

기억하세요! 사고는 발생하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

다. 

여러분이 건강한 고등학교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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