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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6 

<광고> 

 

 

밖에는 눈이 온다. 나는 모든 날씨를 다 좋아하는데, 눈이 오는 날이 가장 좋다. 뭔가 조용하고, 사람을 조심

스럽고 설레게 만들기 때문이다. 잔뜩 쌓인 눈을 처음으로 밟으면 아주 기분이 좋다. 올 겨울엔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렸던 날이 아직 없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있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모두들 

다음날 학교 갈 걱정을 한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다들 썰매 챙겼지?”라는 농담 글도 올라온다. 하지만 가파

른 언덕길이라 오히려 제설 작업을 아주 일찍 철저히 해 놓아서 어떤 곳보다 길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눈이 

펑펑 내리면 학교 옥상에서 바라보는 설경도 일품이다. 언덕배기에 있는 만큼 학교 아래가 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가파른 언덕길과 눈 내리는 학교를 보면 스키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졸업하기 전에 학교

에서 꼭 한번 눈썰매를 타봐야겠다. 

 

It's snowing outside. I like all types of weather, among which snow is the best for me. Snow makes you calm, 

more careful, and even a little excited. It feels so good to be the first to step into a pile of snow. But this 

winter, we haven’t had a day when snow would get high enough. The school I attend is located on a very 

steep hill; so, when it snows, everyone worries about going to school the next day. Some students write 

jokes on the school's online portal like, “Have you gotten your sleds ready?” However, considering the 

steepness of the road to the school, the administration is more careful to make sure all the snow is plowed; 

so, actually, it’s clearer and safer than most other places. When you watch the snow falling from the roof of 

the school building, the view is mesmerizing. The neighborhood is in plain sight as the school overlooks 

everything else. The steep road and school buildings powdered with snow almost make the campus look like 

a ski resort. I’m going to try sledding on campus before graduation. 

 

밖에는 눈이 온다.  

It's snowing outside. 

 

나는 모든 날씨를 다 좋아하는데, 눈이 오는 날이 가장 좋다.  

I like all types of weather, among which snow is the best for me. 

 

뭔가 조용하고, 사람을 조심스럽고 설레게 만들기 때문이다.  

Snow makes you calm, more careful, and even a little excited. 

 

잔뜩 쌓인 눈을 처음으로 밟으면 아주 기분이 좋다.  

It feels so good to be the first to step into a pile of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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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엔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렸던 날이 아직 없었다.  

But this winter, we haven’t had a day when snow would get high enough. 

 

내가 다니는 학교는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있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모두들 다음날 학교 갈 걱정을 한다.  

The school I attend is located on a very steep hill; so, when it snows, everyone worries about going to 

school the next day. 

 

학교 커뮤니티에는 “다들 썰매 챙겼지?”라는 농담 글도 올라온다.  

Some students write jokes on the school's online portal like, “Have you gotten your sleds ready?” 

 

하지만 가파른 언덕길이라 오히려 제설 작업을 아주 일찍 철저히 해 놓아서 어떤 곳보다 길이 깨끗하고 안

전하다.  

However, considering the steepness of the road to the school, the administration is more careful to make 

sure all the snow is plowed; so, actually, it’s clearer and safer than most other places. 

 

눈이 펑펑 내리면 학교 옥상에서 바라보는 설경도 일품이다.  

When you watch the snow falling from the roof of the school building, the view is mesmerizing. 

 

언덕배기에 있는 만큼 학교 아래가 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The neighborhood is in plain sight as the school overlooks everything else. 

 

가파른 언덕길과 눈 내리는 학교를 보면 스키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The steep road and school buildings powdered with snow almost make the campus look like a ski resort.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꼭 한번 눈썰매를 타봐야겠다. 

I’m going to try sledding on campus before grad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