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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20 

<광고> 

 

 

집근처 주민 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어회화 중급반 수업을 들었다. 처음 등록을 하러 갔을 때, 안내하는 

분이 중급이지만 좀 어려운데 수강을 시작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며 등록을 만류하셨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

길래 수강하고 싶다는데 말리는 건지 기분이 언짢았고 자존심도 상했다. 첫 수업에서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위기를 파악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 즉 영

화를 보고 줄거리를 소개한 후, 감상평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에 관심이 많고 요즘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더듬더듬 말했지만 의사전달은 되

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 몹시 위축되었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영어가 하루아침에 

늘지 않으니 꾸준히 해야 하는데, 계속 느슨해지고 목표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여건상 학원을 다니기 어려워 

교재와 인터넷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금증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 또한 혼자 영어 

공부하는 자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2018년 이민을 목표로 어떻게든 영어능력을 높여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의 

새출발을 위해서. 

 

I joined an intermediate English conversation class at a community center near my home. When I first went 

to register, the person giving guidance dissuaded me from taking intermediate because it’d be difficult and 

refunds wouldn’t be possible once the course started. Just how difficult did it have to be for this person to 

try to stop me from signing up? It offended me and hurt my pride. On the first day of class, we briefly 

introduced ourselves and I gauged the levels of the students. And today, we presented our homework from 

the last class, which was to watch a movie, summarize the plot, and present our reviews. I’m really interested 

in English and have been studying harder these days, but speaking is still too difficult for me. I stuttered a 

lot but managed to make myself understood. However, I wasn’t satisfied with myself and lost confidence 

through my disappointment. English skills don’t improve overnight, so you have to approach it steadily; but I 

keep slacking off and losing sight of my goals. I can’t afford to go to private academies; so I study on my 

own through books and the Internet, which means I can’t get immediate feedback on the things I’m curious 

about, making self-study a challenge. Still,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to immigrate in 2018. Here’s to 

a new start for my family and me.. 

 

집근처 주민 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어회화 중급반 수업을 들었다.  

I joined an intermediate English conversation class at a community center near my home. 

 

처음 등록을 하러 갔을 때, 안내하는 분이 중급이지만 좀 어려운데 수강을 시작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며 등

록을 만류하셨다.  

When I first went to register, the person giving guidance dissuaded me from taking intermediate because 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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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ifficult and refunds wouldn’t be possible once the course started.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수강하고 싶다는데 말리는 건지 기분이 언짢았고 자존심도 상했다.  

Just how difficult did it have to be for this person to try to stop me from signing up? It offended me and 

hurt my pride. 

 

첫 수업에서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위기를 파악했다.  

On the first day of class, we briefly introduced ourselves and I gauged the levels of the students.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 즉 영화를 보고 줄거리를 소개한 후, 감상평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다.  

And today, we presented our homework from the last class, which was to watch a movie, summarize the plot, 

and present our reviews. 

 

영어에 관심이 많고 요즘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I’m really interested in English and have been studying harder these days, but speaking is still too difficult for 

me. 

 

더듬더듬 말했지만 의사전달은 되었다.  

I stuttered a lot but managed to make myself understood. 

 

그렇지만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 몹시 위축되었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However, I wasn’t satisfied with myself and lost confidence through my disappointment. 

 

영어가 하루아침에 늘지 않으니 꾸준히 해야 하는데, 계속 느슨해지고 목표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English skills don’t improve overnight, so you have to approach it steadily; but I keep slacking off and losing 

sight of my goals. 

 

여건상 학원을 다니기 어려워 교재와 인터넷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금증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

을 수 없는 것 또한 혼자 영어 공부하는 자의 어려움이다.  

I can’t afford to go to private academies; so I study on my own through books and the Internet, which 

means I can’t get immediate feedback on the things I’m curious about, making self-study a challenge. 

 

하지만 2018년 이민을 목표로 어떻게든 영어능력을 높여야 한다.  

Still,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to immigrate in 2018. 

 

나와 내 가족의 새출발을 위해서. 

Here’s to a new start for my family and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