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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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 이 육아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표현을 함께 살펴볼게요. 

 

Sam 

Raising babies is hard work. I no longer have a social life. Sleepless nights make me so tired.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anything. 

 

Kee  

자, Sam 이 아기를 키우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들어볼까요? 

 

‘Raising babies is hard work' 

 

Kee 

'Raising babies is hard work' 아기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사 raise 는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뜻으로, baby 아기 뿐 아니라 'raise children' 아이들을 키우다, raise teenagers 

십대들을 키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 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hard work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Sam 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I no longer have a social life.’ 

 

Kee 

'I no longer have a social life' 더 이상 사회 생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I no 

longer have 인데요, 예전엔 있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에 판 

자전거에 대해 친구가 물어본다면, 'I no longer have that bicycle' 나는 더 이상 그 자전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갖고있지 않은 전화기에 대해 물어본다면 'I no longer have that phone 

나는 더 이상 그 전화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am 은 더 이상 무엇이 없다고 했나요? 

그렇죠. 더 이상 social life 사회생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am 이 밤에 잠은 잘 수 

있는지 들어볼게요. 

 

‘Sleepless nights make me so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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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sleepless nights make me so tired'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아주 피곤하다. 라고 했네요. Sleepless 

nights 는 밤에 잠을 못잔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sleepless 는 잠을 자다 라는 뜻의 sleep 와 무엇이 

없다는 의미의 접미사 less 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접미사 less 는 주로 어떤 명사와 

합쳐서서 무엇이 없다는 의미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 careless 는 조심스러움이 없다, fearless 는 

두려움이 없다, endless 는 끝이 없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m 은 지금 어떤가요? So 

tired 아주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make me so tired 무언가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라는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좀 더 예를 들면, 'exercising makes me so tired' 운동하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또는 'studying makes me so tired'. 공부하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am 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anything.' 

 

Kee 

네 아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anything' 어떤 일을 할 충분한 힘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Enough energy 는 충분한 에너지, 충분한 

힘 이라는 뜻이죠. 이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무엇을 할 충분한 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갈 충분한 힘이 없어 또는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play with my kids'. 아이들과 놀 충분한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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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Raising babies is hard work. I no longer have a social life. Sleepless nights make me so tired.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anything. 

 

Kee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Raising babies 아기를 키우는 일이 힘드신가요? 사회생활이 no longer 더 

이상 없어지셨나요. 그리고 'sleepless nights make you tired'? 수면부족으로 피곤해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energy to do things' 일을 할 충분한 힘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English matters 에서 다시 만날게요. Good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