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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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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보람 입니다.  

 

오늘은 야근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환쌤이 야근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Kee 

I rarely get off work on time. I work overtime at least twice a week. It's getting really 

stressful and exhausting. I need a break. 

 

Bolam  

네. 우선 기환쌤이 일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I rarely get off work on time.' 

 

Bolam 

'I rarely get off work on time' 나는 거의 정시에 퇴근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get off 는 

퇴근하다 라는 뜻이고 on time 은 정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환쌤이 rarely 라는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은 거의 ~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의 정시에 퇴근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초과근무 즉 야근을 자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on time 대신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주면 몇시에 퇴근하는지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7 시에 퇴근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get off work at 7.' 

 

그리고 여덣시에 퇴근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get off work at 8.' 

 

그 다음으로 기환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들어볼까요? 

‘I work overtime at least twice a week.’ 

 

Bolam 

'I work overtime at least twi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야근해 라는 뜻이죠. Overtime 은 

초과근무라는 뜻인데요 보통 work. 일하다 라는 단어와 함께 써서 초과근무하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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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합니다.다음으로 at least 는 최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환쌤이 일주일에 최소 두번 

야근한다고 했으니 그럼 보통 일주일에 두번, 세번, 또는 네번 야근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표현을 써서 일주일에 최소 세번 야근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work overtime at least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환쌤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It's getting really stressful and exhausting.’ 

 

Bolam 

'It's getting really stressful and exhausting' 점점 스트레스 받고 지친다 라고 말했네요. 여기서 it’s 

getting 이라는 표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어떻게는 뒤에 오는 형용사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기환쌤 에게는 it 바로 야근하는 것이 getting stressful 스트레스 받고 exhausting 

지친다 라고 하네요. 이 구조를 응용해서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점점 재미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s getting really interesting' 

 

그리고 일이 점점 바빠지고 있다 라고 말하려면 

'It's getting really busy.' 

 

마지막이 기환쌤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까요? 

'I need a break.' 

 

Bolam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시나요? I need a break 나는 휴식이 필요해 라는 뜻이죠? 

Break 는 명사고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무언가를 할 때 아주 짧게 쉬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기환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렇게 야근하고 지치도록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break 휴식을 하고 싶다 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기환쌤이 한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 머릿 속에 정리해보세요. 

 

Kee 

I rarely get off work on time. I work overtime last least twice a week. It's getting really 

stressful and exhausting. I need a break. 

 

Bolam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Get off work 퇴근하나요? Work overtime? 야근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is it getting stressful and exhausting? 만약 야근을 한다면 여러분도 break 휴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많은 표현으로 English Matters 에서 만나요. 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