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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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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표현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an 이 수면에 

대해 얘기하는 것부터 들어보고 관련 표현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Sian 

I try to go to bed before 10, but I always have trouble falling asleep. Sometimes, even at 

midnight I'm wide awake. Luckily, I'm a heavy sleeper, so I usually get a good night's sleep. 

 

Bolam  

좋습니다. Sian 이 제일 처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들어볼까요? 

 

‘I try to go to bed before 10.' 

 

Bolam 

Sian 은 10 시 전에 ‘go to bed’ 잠자리에 든다고 했네요. God to bed 는 go to sleep 과 다릅니다 Go 

to bed 는 잠을 자러 침실로 가는 것을 말하지만,  go to sleep 은 잠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8 시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 

'I go to bed before 8'. 

 

그럼 나는 10 시전에 자려고 한다 라고 하려면, 

'I go to bed before 10'.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들어보고 Sian 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But I always have trouble falling asleep.' 

 

Bolam 

Sian 은 'I always have trouble falling asleep' 항상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말했네요. Fall 

asleep 잠들다 라는 뜻이죠. Sian 이 'have trouble falling asleep'이라고 했는데 have troubl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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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얘기할 때는 뒤에 

동명사를 써서 설명해줍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힘들다 라고 하려면, 

'I have trouble staying awake.’ 

 

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려면, 

'I have trouble waking up earl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밤 12 시에 Sian 이 뭘 하는지 계속 들어볼까요? 

 

‘Sometimes, even at midnight I'm wide awake.’ 

 

Bolam 

Sian 은 'even at midnight' 심지어 밤 12 시에도 'wide awake' 완전히 깨어있을 때도 있다 라고 

했네요. Even 심지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ian 의 경우 심지어 12 시까지도 잠이 안 들고 완전히 

깨어있을 때도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죠. 

 

그러면 심지어 새벽 1 시에도 완전히 깨어있다 라고 하려면, 

'Even at 1 am, I am wide awake.' 

 

그럼 심지어 새벽 2 시에도 완전히 깨어있다 라고 하려면, 

'Even at 2 am, I'm wide awak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Sian 의 수면 습관에서 좋은 점도 있네요. 

 

'Luckily, I'm a heavy sleeper, so I usually get a good night's sleep.' 

 

Bolam 

'Luckily' 운이 좋게도 Sian 은 'a heavy sleeper' 라고 하네요. 'A heavy sleeper' 잠귀가 어두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ian 은 다행히 'a good night's sleep' 밤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A 

good night's sleep' 이 표현은 동사 'get' 또는 'have’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밤잠을 잘 자는 법이 거의 없다 라고 하려면, 

'I rarely get a good night's sleep.'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Sian 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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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I try to go to bed before 10, but I always have trouble falling asleep. Sometimes, even at 

midnight I'm wide awake. Luckily, I'm a heavy sleeper, so I usually get a good night's sleep.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go to bed? 잠자리에 드나요? 가끔 trouble falling asleep 잠이 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아니면 아주 늦은 밤에 wide awake 완전 깨어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a good 

night's sleep 밤잠을 잘 자는 편인가요? 

 

오늘도 함께해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도 더욱 유용한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함께해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