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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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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 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이야기 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Sam 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am 

I set my alarm for 7am, but I sometimes sleep through my alarm. When I wake up, I have to 

rush to get ready. But when I'm in a hurry, I often forget things like my keys. 

 

Kee  

네, 먼저 Sam 이 몇 시에 알람을 맞추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I set my alarm for 7am.' 

 

Kee 

Set the alarm 은 알람을 맞추다 라는 뜻으로 동사 Set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 를 사용해서 

몇 시에 맞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am 은 알람을 아침 7 시에 맞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I set my 

alarm for 7am' 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8 시에 맞춘다고 한다면, 'I set the alarm for 8a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Sam 이 sleep 잠과 alarm 알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 문장을 

들어보세요.  

 

‘But I sometimes sleep through my alarm.’ 

 

Kee 

Sam 은 가끔 알람을 ‘sleep through’ 한다고 했습니다. Sleep through 는  계속 잔다는 뜻인데요, 뭔가 

시끄러운 소음이 있어도 계속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am 도 알람이 울리는데도 계속 잤다고 

말했네요. 이렇게 sleep through the alarm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외에도 sleep 의 과거형 slept 를 

써서, 폭풍우가 부는데도 계속 잠을 잤다 'I slept through the windy storm'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Sam 이 무엇을 하는 지 들어볼까요?  

 

‘When I wake up, I have to rush to get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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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네 먼저 when I wa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라고 말했습니다. wake up 은 잠에서 깬다 는 의미의 

구동사 이죠. 그리고 I have to rush to get ready 서둘러서 준비를 한다고 말했네요. 서둘러서 무엇을 

해야한다고 말한다면, have to rush 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뒤에는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집에 서둘러 가야한다 라고 말한다면, I have 

to rush to go home.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am 이 아침에 서두르면서 안 좋은 

점도 얘기하는데요, 들어보시죠.  

 

'But when I'm in a hurry, I often forget things like my keys.' 

 

Kee 

'But when I'm in a hurry 그런데 내가 서두를 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In a hurry 는 서둘러서, 'I 

often forget things like my keys' 열쇠 같은 것을 자주 잊는다고 말했네요. Forget 은 잊다 챙기지 

않다 라는 뜻 입니다. 그리고 things like 는 ~와 같은 것 이라는 뜻으로, 뒤에 일반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예를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캠핑을 갈때, 침낭 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면 'you 

need things like sleeping bag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m 이 무엇을 자주 잊는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keys 열쇠를 자주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Sam 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보세요. 

 

Sam 

I set my alarm for 7am, but I sometimes sleep through my alarm. When I wake up, I have to 

rush to get ready. But when I'm in a hurry, I often forget things like my keys. 

 

Kee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로 몇 시에 set your alarm 알람을 맞추나요. 그리고 sleep through 계속 잔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rush 서둘러서 준비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나 Sam 이랑 비슷해서 가끔 

forget things like your keys  열쇠 같은 것도 깜밖하지 않으시나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만날게요, Good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