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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I� Love� You.

Intro

① Even� in� the� most� loving� families,� parents� and� teens� often� have� a� hard� time� trying� to� understand�

each� other.�

① 가장 애정 어린 가족에서 조차도,� 종종 부모들과 십대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시도하는 데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② Much� of� the� friction� between� the� generations� in� a� household� is� simply� due� to� a� lack� of� clear,�

honest� communication.�

② 가정에서 세대 간의 마찰의 대부분은 단순이 명백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의 부족 때문입니다.

③ The� following� is� a� collection� of� some� thoughts� and� feelings� that� parents� and� teens� typically� want�

to� express� to� each� other.

③ 다음은 부모들과 십대들이 전형적으로 서로에게 표현하길 원하는 몇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의 모아놓은 것입니다.

Teens �

‹ Don’t� label� us� as� “good”� teens� or� “bad”� teens.

‹ 우리를 “착한”� 십대 나 “나쁜”� 십대로 딱지붙이지 마세요.

① Even� respectful� teenagers� who� are� straight-A� students� might� be� caught� lying� once� or� twice.

① 최우수학생인 공손한 십 대 조차도 한 두 번은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 당할지도 모릅니다.

② When� we� do� something� wrong,� it’s� okay� to� punish� us.�

②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할 때,� 우리를 체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③ It’s� important� to� set� rules,� but� it’s� equally� important� to� understand� our� efforts� and� praise� us.

③ 규칙들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④ Calling� us� “bad”� might� have� the� wrong� effect.

④ 우리를 “나쁘다”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⑤ Although� we� may� seem� distant� at� times,� if� you� pay� attention� to� us� and� keep� taking� care� of� us,�

we’ll� come� back� around.

⑤ 비록 때때로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를 계속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는 되돌아 올 것입니다.

Parents �

‹ We� were� once� teenagers,� too.

‹ 우리도 한때 십대였습니다.

① You� might� think� we� don’t� understand� you.�

①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② However,� we� went� to� school� and� hung� out� with� our� friends,� too.�

ⓒ� svennevenn

추신.�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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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우리도 학교에 다녔고,� 우리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③ We� worried� about� grades,� friendships� and� everything� you’re� facing� now.�

③ 우리는 성적과,� 우정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걱정했습니다.

④ You’ll� find� our� advice� helpful� someday.

④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의 충고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Teens �

‹ Things� are� different� these� days.

‹ 요즘은 상황이 달라요.

�

① We� understand� that� you� were� our� age� once,� but� the� world� is� different� now.�

① 우리는 당신들께서 한때 우리 나이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다릅니다.

② You� may�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a� teenager� in� the� past,� but� we� know� what� it’s� like�

to� be� one� today.�

② 당신들께선 과거세 십대가 되는 것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십대가 되는 것

이 무엇과 같은지 알고 있습니다.

③ We� face� pressures� that� you� never� experienced.�

③ 우리는 당신들께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압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④ Please� don’t� assume� you� know� everything� about� us.�

④ 제발 당신들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⑤ Instead,� ask� us� questions� about� what’s� happening� in� school� and� in� our� relationships.�

⑤ 대신에,� 우리에게 학교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⑥ Then� we� will� let� you� know� more� about� us.

⑥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께서 우리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⑦ “When� I� was� about� 18� years� old,� it� suddenly� occurred� to� me� that� my� parents� weren’t� so�

different� from� me.”� � Bora,� 19�

⑦ “내가 약 18세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와는 매우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 보라,� 19세

Parents

‹ We� only� want� what’s� best� for� you.

‹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것을 원할 뿐입니다.

① When� we� pressure� you� to� take� a� new� class,� study� a� musical� instrument� or� eat� more� vegetables,�

we’re� not� trying� to� be� mean.�

① 우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수업을 들어라,� 악기를 공부해라고,� 혹은 채소를 더 먹으라고 압력을 넣을 때,� 우리는 심술 궂

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We� want� you� to� be� smart,� talented� and� healthy� so� that� you’ll� have� the� best� life� possible.

http://moruhaka.tistory.com


— I’m� all� ears.

UNIT

02
잘 듣고 있어요.

3 실용영어I능률(이찬승)

② 우리는 여러분이 영리하고,� 재능 있고,� 건강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최고의 삶을 가지게 되도록 말이죠.

③ “Parents� don’t� want� to� control� their� children’s� lives.�

③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의 삶을 제어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④ We� just� want� to� offer� advice� and� guidance� based� on� the� experiences� we’ve� had.”  Christina,� 43

④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졌던 경험에 근거한 조언과 안내를 제공하길 원할 뿐입니다.“� -� Christina,� 43세

Teens

‹ We� want� more� responsibilities.

‹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원해요.

① You� think� we� want� to� grow� up� too� quickly,� but� we� just� want� you� to� notice� our� maturity.�

① 당신들께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자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당신들께서 우리의 성숙을 알아차

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② Give� us� more� chances� to� gain� your� trust.�

② 우리에게 당신들의 신뢰를 얻을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③ If� you� put� more� faith� in� us,� we’ll� rise� to� the� occasion.�

③ 만약 당신들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훌륭히 행동할 것입니다.

④ We� also� want� to� take� some� responsibility� for� ourselves.�

④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약간의 책임을 가지길 원합니다.

⑤ However,� you� treat� us� as� though� we�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help,� even� though� we�

often� do.�

⑤ 그러나,� 당신들께선 우리를 마치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도움 없이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⑥ Even� if� we’re� not� yet� adults,� we’re� not� kids� either.

⑥ 비록 우리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이도 아닙니다.

⑦ “I� want� more� freedom� so� I� can� prove� that� I� know� how� to� make� good� decisions.�

⑦ “저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해요,�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 말이죠.

⑧ But� my� parents� won’t� give� me� the� chance.”� � Britney,� 18

⑧ 하지만 제 부모님들은 저에게 기회를 주려하질 않으세요.“� -� Britney,� 18세.

Teens

‹ Teens� have� as� much� stress� as� adults.

‹ 십대들은 성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① We� don’t� have� to� work� for� a� living� or� pay� bills.�

①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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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However,� you� often� underestimate� how� difficult� it� is� to� be� a� teenager.�

② 그러나,� 당신들께서는 십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종종 과소평가하십니다.

③ Between� school,� peer� pressure,� family� conflicts� and� defining� our� identity,� we� face� a� lot� of� stress.�

③ 학교,� 또래의 압력,� 가족과의 마찰과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직면합니다.

④ We’re� stressed� about� trying� to� be� accepted� by� other� teens,� getting� in� trouble� or� failing� in� school.�

④ 우리는 다른 십대들에 의해 입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문제에 빠지는 것 또는 학교에서 실패(낙제)하는 것에 대해 스트

레스를 받습니다.

⑤ We� need� some� time� to� relax� by� watching� TV� or� playing� computer� games.

⑤ 우리는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함으로써 휴식을 취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Parents

‹ We� are� not� banks.

‹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① We� work� hard� to� earn� money� and� try�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① 우리는 돈을 벌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You� shouldn’t� expect� us� to� buy� you� everything� you� ask� for.�

②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사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③ And� when� we� do,� you� should� not� take� it� for� granted.

③ 그리고 우리가 그랬을 때(사주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④ “If� we� could� afford� it,� we’d� buy� you� the� moon!”� � Kim� Yeongin,� 48

④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달이라도 사줄 것입니다!”� -� 김영인,� 48세

Teens

‹ We� care� about� what� you� think.

‹ 우리는 당신들께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① Sometimes� it� may� seem� like� we’re� not� listening� to� you,� but� we� actually� are.�

① 때때로 우리가 당신들께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러고(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We� want� to� hear� what� you� say,� and� it� matters� more� to� us� than� you� think.�

② 우리는 당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다,�그리고 그것은 당신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③ As� much� as� we� hate� to� admit� it,� we� need� your� advice� and� guidance.�

③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는 당신들의 충고와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④ We� know� the� more� connected� we� are� to� you,� the� better� we’ll� perform� in� school� and� in� life.

④ 우리는 우리가 당신들께 더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삶에서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⑤ “When� my� parents� scold� me,� I� sometimes� roll� my� eyes� and� act� as� if� I’m� not�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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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리 부모님이 저를 꾸짖을 때,� 저는 때때로 제 눈을 굴립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

니다.�

⑥ But� the� truth� is� that� I� hear� every� word� they� say.”� � Justin,� 19

⑥ 그러나 진실은 제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 Justin,� 19세

Parents

‹ We�may� seem� to� nag� you� but� we� love� you.

‹ 우리가 여러분을 들볶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① We� hope� you� understand� that� we� want� to� know� about� your� day� and� school� life.�

①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의 하루와 학교생활에 대해 알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②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if� we� really� didn’t� care.�

② 만약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③ You� think� we’re� nagging,� but� we� ask� those� questions� because� we� love� you.

③ 여러분은 우리가 들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Epilogue

① Good� communication� is� the� key� to� good� relationships� of� all� kinds,� and�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eens.�

① 좋은 의사소통은 모든 종류의 좋은 관계로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부모와 십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진실입니다.

② When� there� are� problems� or� misunderstandings,� always� try� to� be� open� and� honest� about� your�

feelings.�

② 문제나 오해들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③ And� most� importantly,� don’t� forget� to� show� your� love.

③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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