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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4 

<광고> 

 

 

필요한 책이 있어 서점에 들러 봤다. 간 김에 진열된 책들을 둘러보았는데, 처세술 책들이 너무 많아 보였

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비법이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쳐 자신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늘어놓는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서 배울 점도 있겠지만 과신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개성과 경험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고 있

으며, 서로 다른 고민과 목표가 있다. 인생이란 너무도 복잡해서 쉽게 일반화하기 힘들다. 최근에 영어공부

를 하면서, 모든 일에 왕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많은 영어강사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자신의 강

의를 들으면 금방이라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손쉽게 영어를 마스

터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강사들 자신조차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큼 단기간에 영어를 마스터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물며 외국어공부도 이러한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처

세술 책이나 강의에서 가끔 자극을 받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맹신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방해

가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I stopped by a bookstore to buy a book I needed. While I was there, I decided to look around a little more, 

and there were too many self-help books. The authors of these books ramble on about their own secrets, as 

if they have the key to become rich and successful. There are probably things to be learned from their 

theories, but we shouldn’t trust in them too much. We all have our own individuality and our own 

experiences; we live in our own circumstances; we have our own concerns and goals. Life is too complicated 

for it to be generalized. My recent experience of studying English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at there are 

no shortcuts in life. Many teachers say that the language can easily be conquered by studying their books 

and taking their lectures. But I’ve never seen anybody who has mastered English as quickly as the teachers 

guarantee. They wouldn’t have mastered i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first place. If that’s true with 

studying a foreign language, how could there be any secret to success in life? It’s not a bad thing to let 

yourself be stimulated by those self-help books every once in a while; but putting your absolute faith in 

them could have the adverse effect of losing the chances to make life’s decisions on your own. 

 

필요한 책이 있어 서점에 들러 봤다.  

I stopped by a bookstore to buy a book I needed. 

 

간 김에 진열된 책들을 둘러보았는데, 처세술 책들이 너무 많아 보였다.  

While I was there, I decided to look around a little more, and there were too many self-help books. 

 

그런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비법이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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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자신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늘어놓는다.  

The authors of these books ramble on about their own secrets, as if they have the key to become rich and 

successful. 

 

물론 그들의 주장에서 배울 점도 있겠지만 과신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re are probably things to be learned from their theories, but we shouldn’t trust in them too much. 

 

우리 모두 자기만의 개성과 경험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서로 다른 

고민과 목표가 있다.  

We all have our own individuality and our own experiences; we live in our own circumstances; we have our 

own concerns and goals. 

 

인생이란 너무도 복잡해서 쉽게 일반화하기 힘들다.  

Life is too complicated for it to be generalized. 

 

최근에 영어공부를 하면서, 모든 일에 왕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My recent experience of studying English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at there are no shortcuts in life. 

 

많은 영어강사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자신의 강의를 들으면 금방이라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손쉽게 영어를 마스터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Many teachers say that the language can easily be conquered by studying their books and taking their 

lectures. But I’ve never seen anybody who has mastered English as quickly as the teachers guarantee. 

 

강사들 자신조차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큼 단기간에 영어를 마스터하지 못했을 것이다.  

They wouldn’t have mastered i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first place. 

 

하물며 외국어공부도 이러한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If that’s true with studying a foreign language, how could there be any secret to success in life? 

 

처세술 책이나 강의에서 가끔 자극을 받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맹신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방

해가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It’s not a bad thing to let yourself be stimulated by those self-help books every once in a while; but putting 

your absolute faith in them could have the adverse effect of losing the chances to make life’s decisions on 

your 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