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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3 

<광고> 

 

 

얼마 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있었는데, 비어있던 옆 주차 칸으로 커다란 승합차가 들어왔다. 

주차를 끝내자마자 뒷좌석 문이 열리며 꼬마들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문을 얼마나 세게 열었는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가 흔들릴 정도였다. ‘야! 네가 문 세게 열어서 옆 차 찌그러졌잖아!’하는 꼬맹이들의 소리

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 살펴보니 차 옆구리에 흔히 ‘문 콕’이라고 하는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다. 큰 자국은 

아니어서 정비소에 가기는 애매했다. 운전을 한 어머니가 연신 사과를 하셨는데, 보험을 불러서 처리를 해달

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식도 오래된 차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는 게 귀찮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하

고는 어머님과 꼬맹이들을 보냈다. 아옹다옹하는 데 시간을 쓰느니 착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선택하는 

게 편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차를 몰 때마다 그때 생긴 ‘문 콕’이 점점 눈에 거슬리는 것이다.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몰았던 차라 그런지 더 눈에 밟히는 듯했다. 문 콕으로 움푹 들어가고 까진 곳을 볼 

때마다 내 가슴도 까지고 움푹 들어간 것 같았다. 문득, 내가 문 콕처럼 아무렇지 않게 상처주고 넘어갔던 

일들도 타인의 가슴 속엔 시간이 갈수록 아프고,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I parked in my apartment’s parking lot and was waiting, when a big van came in next to me. After the car 

stopped, its back door flew open and a bunch of kids came out. With that, I heard a big thump that jolted 

my car. “You shoved the door open and now the car next to us has a big dent!” one of the kids shouted, and 

I got out to look. There was a clear indentation on the side of my car. The thing is, though, that it wasn’t 

quite big enough to warrant going to the repair shop. The mother of the kids kept apologizing to me. I 

hesitated for a moment over whether to ask her to call her insurance but then said, “It’s okay. You can just 

go,” and let her be on her way. I didn’t really want to spend hours on this over my old car and figured it’d be 

better to just be a nice guy than risk having an argument with her. However, the more time passed, the more 

obsessive I became with the dent every time I used the car. The car is old, but I’ve kept it pretty clean, which 

makes the dent all the more noticeable. Every time I see the scratched-up dent, I feel the same damage in 

my own heart. Suddenly, a thought hit me: have I ever left an ever-present, ever-growing scar in someone 

else’s heart with seemingly trivial words or actions, just like that trivial dent on my car has been doing to 

me? 

 

얼마 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있었는데, 비어있던 옆 주차 칸으로 커다란 승합차가 들어왔다. 

I parked in my apartment’s parking lot and was waiting, when a big van came in next to me. 

 

주차를 끝내자마자 뒷좌석 문이 열리며 꼬마들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After the car stopped, its back door flew open and a bunch of kids ca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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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얼마나 세게 열었는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가 흔들릴 정도였다.  

With that, I heard a big thump that jolted my car. 

 

‘야! 네가 문 세게 열어서 옆 차 찌그러졌잖아!’하는 꼬맹이들의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 살펴보니 차 옆

구리에 흔히 ‘문 콕’이라고 하는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다.  

“You shoved the door open and now the car next to us has a big dent!” one of the kids shouted, and I got 

out to look. There was a clear indentation on the side of my car. 

 

큰 자국은 아니어서 정비소에 가기는 애매했다.  

The thing is, though, that it wasn’t quite big enough to warrant going to the repair shop. 

 

운전을 한 어머니가 연신 사과를 하셨는데, 보험을 불러서 처리를 해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식도 오

래된 차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는 게 귀찮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하고는 어머님과 꼬맹이들을 보냈다. 

The mother of the kids kept apologizing to me. I hesitated for a moment over whether to ask her to call her 

insurance but then said, “It’s okay. You can just go,” and let her be on her way. 

 

아옹다옹하는 데 시간을 쓰느니 착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선택하는 게 편했다.  

I didn’t really want to spend hours on this over my old car and figured it’d be better to just be a nice guy 

than risk having an argument with her.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차를 몰 때마다 그때 생긴 ‘문 콕’이 점점 눈에 거슬리는 것이다.  

However, the more time passed, the more obsessive I became with the dent every time I used the car.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몰았던 차라 그런지 더 눈에 밟히는 듯했다.  

The car is old, but I’ve kept it pretty clean, which makes the dent all the more noticeable. 

 

문 콕으로 움푹 들어가고 까진 곳을 볼 때마다 내 가슴도 까지고 움푹 들어간 것 같았다.  

Every time I see the scratched-up dent, I feel the same damage in my own heart. 

 

문득, 내가 문 콕처럼 아무렇지 않게 상처주고 넘어갔던 일들도 타인의 가슴 속엔 시간이 갈수록 아프고, 지

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Suddenly, a thought hit me: have I ever left an ever-present, ever-growing scar in someone else’s heart with 

seemingly trivial words or actions, just like that trivial dent on my car has been doing to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