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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0 

<광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1월에는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다. 모든 게 

낯설고 하루 하루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회사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다. 지금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

무 많고, 아직도 긴장되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피곤함이 극에 달

할 때가 많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즐기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월에는 대학교 졸업도 있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

섰지만, 최근에 다시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실무 경력을 좀 쌓은 후에 대학원 진학과 유학에 

대해 고려해봐야겠다. 나중에 기술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틈틈이 영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두려고 한다. 올해에는 차도 사게 됐다. 운전면허는 1년 전에 미리 취득해두었지만 장롱면허였기에 새 차

를 벌써 3번이나 박았다. 한 번은 타이어가 펑크나서 견인도 됐었다. 돌이켜보면, 안타깝고 슬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건 뭘까. 어차피 살아야 하

기에 기왕이면 즐기려고 한다. 아마도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며 살아가나보다.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수많

은 일들이 두렵기도 하고 설렌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I’ve experienced a lot of things this year – big and small. In January, I became a full-time employee for the 

first time. As everything was unfamiliar, I was both afraid and excited about office life, each day of which was 

full of new things. Even now, there are so many things I don’t know, and I’m on edge day by day. Even 

though I’m so tired from working overtime and even on weekends, I figure it has to be done, so I may as 

well have fun doing it. In February, I graduated from college. Having wrapped up four years in college, I 

strangely didn’t have any special feeling. Back then, it felt like a weight had been lifted rather than 

bittersweet; but, lately, I’ve been feeling like I want to go back to college life. After accumulating a bit of 

work experience, I’ll need to consider going to graduate school or studying abroad. I’m also interested in 

immigrating to another country as an engineer. I plan to study English and my major in my spare time. I also 

bought a car this year. I went ahead and got my driver’s license a year in advance but never drove. That’s 

why I’ve already had three minor accidents/fender benders. I also had a flat tire once and had my car towed. 

Looking back, there were moments that made me sad; but, I was always happy and grateful. What is this 

thing called “life?” What does it mean to live? Since we’re alive, we might as well enjoy it. That’s probably the 

way you live and learn. I’m as excited as I am afraid about the things to come in my life. I’m trusting that I’ve 

done okay so far and will continue to do so. 

 

올 한 해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I’ve experienced a lot of things this year – big and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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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다.  

In January, I became a full-time employee for the first time. 

 

모든 게 낯설고 하루 하루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회사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다.  

As everything was unfamiliar, I was both afraid and excited about office life, each day of which was full of 

new things. 

 

지금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긴장되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Even now, there are so many things I don’t know, and I’m on edge day by day.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피곤함이 극에 달할 때가 많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즐기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ven though I’m so tired from working overtime and even on weekends, I figure it has to be done, so I may 

as well have fun doing it. 

 

2월에는 대학교 졸업도 있었다.  

In February, I graduated from college.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Having wrapped up four years in college, I strangely didn’t have any special feeling. 

 

당시에는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지만, 최근에 다시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Back then, it felt like a weight had been lifted rather than bittersweet; but, lately, I’ve been feeling like I want 

to go back to college life. 

 

실무 경력을 좀 쌓은 후에 대학원 진학과 유학에 대해 고려해봐야겠다.  

After accumulating a bit of work experience, I’ll need to consider going to graduate school or studying 

abroad. 

 

나중에 기술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I’m also interested in immigrating to another country as an engineer. 

 

틈틈이 영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두려고 한다.  

I plan to study English and my major in my spare time. 

 

올해에는 차도 사게 됐다.  

I also bought a car this year. 

 

운전면허는 1년 전에 미리 취득해두었지만 장롱면허였기에 새 차를 벌써 3번이나 박았다.  

I went ahead and got my driver’s license a year in advance but never drove. That’s why I’ve already had three 

fender benders. 

 

한 번은 타이어가 펑크나서 견인도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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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so had a flat tire once and had my car towed. 

 

돌이켜보면, 안타깝고 슬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Looking back, there were moments that made me sad; but, I was always happy and grateful. 

 

인생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건 뭘까.  

What is this thing called “life?” What does it mean to live? 

 

어차피 살아야 하기에 기왕이면 즐기려고 한다.  

Since we’re alive, we might as well enjoy it. 

 

아마도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며 살아가나보다.  

That’s probably the way you live and learn.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이 두렵기도 하고 설렌다.  

I’m as excited as I am afraid about the things to come in my life.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I’m trusting that I’ve done okay so far and will continue to do 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