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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7 

<광고> 

 

 

오늘도 변함없이 잠에 취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깨워 식사를 챙겨주고 학원에 보냈다. 아이는 일주일에 5일 학원에 

간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나는 학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아이가 6학년이 될 때까지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 

정말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해도 무리 없이 따라올 상위권 학생들과 혼자서 학습을 따라 가기 힘든 

하위권 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는 미리 선행학

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사춘기로 접어들어 예전처럼 나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아이를 달래가며 공부시키는 것이 힘들었다. 겨울 방학이 끝나면 방과 후에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아이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입시 제도를 원망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배움의 장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위한 통로일 뿐이다. 아이들은 꿈을 

잊은 채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며 매일 쫓기듯 학원을 다닌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지 못해 아이를 입시와 경쟁 속에서 

살게 하는 내 자신 때문에 더 착잡하다. 

 

Today, once again, I woke up my drowsy sixth-grade daughter, served her breakfast, and sent her to her hagwon, or 

private academy. She goes to various hagwons five days a week – for English, mathematics, and writing. I hadn’t had a 

positive image about hagwons and had never sent my kid to one until she became a sixth grader. That was mainly 

because of what people say – only two groups of students need to go to a hagwon: those at the top of their class and are 

ready to take their studies to another level ahead of the other students, and those who are falling behind and can’t catch 

up on their own. However, advance study of math in particular is needed for my daughter, to prevent her from lagging 

behind when she becomes a middle school student. Also, as she approaches adolescence, she doesn’t want to study with 

me as she used to do; and, on my part, I’ve found it difficult to persuade her to learn from her mom. It makes me sad to 

think that she’ll have to hop around hagwons after school when the winter vacation is over. I can’t help hating Korea’s 

education system and college entrance process all over again. School is no longer a place for educating students who are 

full of hope and expectations. It’s just a vehicle for college admission. Students are made to compete with their friends 

every day and are pushed to hagwons, deprived of their dreams. I’m more saddened by myself, who can’t push back 

against the reality and who leaves her own child out in the storm to battle until college. 

 

오늘도 변함없이 잠에 취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깨워 식사를 챙겨주고 학원에 보냈다.  

Today, once again, I woke up my drowsy sixth-grade daughter, served her breakfast, and sent her to her hagwon, or 

private academy.  

 

아이는 일주일에 5일 학원에 간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She goes to various hagwons five days a week – for English, mathematics, and writing. 

 

나는 학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아이가 6학년이 될 때까지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  

I hadn’t had a positive image about hagwons and had never sent my kid to one until she became a sixth grader. 

 

정말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해도 무리 없이 따라올 상위권 학생들과 혼자서 학습을 따라 가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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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That was mainly because of what people say – only two groups of students need to go to a hagwon: those at the top of 

their class and are ready to take their studies to another level ahead of the other students, and those who are falling 

behind and can’t catch up on their own. 

 

하지만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는 미리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야기

를 무시할 수 없었다.  

However, advance study of math in particular is needed for my daughter, to prevent her from lagging behind when she 

becomes a middle school student. 

 

그리고 아이는 점점 사춘기로 접어들어 예전처럼 나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아이를 달래가며 공

부시키는 것이 힘들었다.  

Also, as she approaches adolescence, she doesn’t want to study with me as she used to do; and, on my part, I’ve found it 

difficult to persuade her to learn from her mom. 

 

겨울 방학이 끝나면 방과 후에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It makes me sad to think that she’ll have to hop around hagwons after school when the winter vacation is over. 

 

아이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입시 제도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I can’t help hating Korea’s education system and college entrance process all over again. 

 

학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배움의 장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위한 통로일 뿐이다.  

School is no longer a place for educating students who are full of hope and expectations. It’s just a vehicle for college 

admission. 

 

아이들은 꿈을 잊은 채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며 매일 쫓기듯 학원을 다닌다.  

Students are made to compete with their friends every day and are pushed to hagwons, deprived of their dreams.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지 못해 아이를 입시와 경쟁 속에서 살게 하는 내 자신 때문에 더 착잡하다. 

I’m more saddened by myself, who can’t push back against the reality and who leaves her own child out in the storm to 

battle until 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