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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21 

<광고> 

 

 

나는 자영업자다.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다.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정

기적금, 여행, 생활비 등에 관한 계획. 자영업자로서 영업과 광고도 쉽지 않다. 광고는 해 봤는데 소용 없었

고, 나는 집순이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공부를 더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할까? 

사업 수완을 배워야 할까?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할까? 이 일을 십 수 년 간 해 오고 있지만 일이 줄어들 때

마다 느끼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느긋하게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내 상황을 아는 주위 사람들

은 쉬면서 여행을 좀 갔다 오라고 권하지만 내키지 않는다. 낯선 땅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돌아왔을 때 피

곤할 것이고 또 내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기분전환이 아니라 되레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무한반복

되는 일상이 지겹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두렵다. 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배짱도 

없다. 행하지 않고 고민만 하니 항상 그 자리다. 조바심을 접어두고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하나 싶

다.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벌려 할까? 나에게 묻는다.  

 

I’m self-employed. I’m either buried in work or I have none at all. Income is irregular, too, so it’s hard to 

make plans to save money, take a trip, or pay the bills. Working to advertise and sell isn’t easy when done 

on your own. I’ve tried advertising but it was of little use. As I’m a homebody, I don’t meet many people. So, 

what do I need to do? Should I study more to become more capable? Should I learn more business skills? 

Should I expand the scope of my business activities? I’ve been doing this work for over a decade, but I feel 

an indescribable level of anxiety when work is slow. I don’t know how to relax and be patient. People around 

me who understand my situation tell me to take some time off and go on a trip, but I don’t want to. I don’t 

like being alone in strange places, and I would be very tired on my return. Taking a trip won’t fundamentally 

change my life. It’d only end up putting more stress on me rather than giving me an opportunity for change. 

I hate this crazy rat race, but the idea of putting a halt to it all scares me. One must take risks to bring about 

change, but I don’t have the guts. I’m always in a rut, overthinking instead of acting. I need to learn how to 

overcome my restlessness and live a relaxed life. What’s my reason for trying to make all this money? That’s 

what I need to ask myself. 

 

나는 자영업자다.  

I’m self-employed.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다.  

I’m either buried in work or I have none at all.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정기적금, 여행, 생활비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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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s irregular, too, so it’s hard to make plans to save money, take a trip, or pay the bills. 

 

자영업자로서 영업과 광고도 쉽지 않다.  

Working to advertise and sell isn’t easy when done on your own. 

 

광고는 해 봤는데 소용 없었고, 나는 집순이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다.  

I’ve tried advertising but it was of little use. As I’m a homebody, I don’t meet many people. 

 

무엇을 해야 할까? 공부를 더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할까?  

So, what do I need to do? Should I study more to become more capable? 

 

사업 수완을 배워야 할까?  

Should I learn more business skills?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할까?  

Should I expand the scope of my business activities? 

 

이 일을 십 수 년 간 해 오고 있지만 일이 줄어들 때마다 느끼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I’ve been doing this work for over a decade, but I feel an indescribable level of anxiety when work is slow. 

 

느긋하게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다.  

I don’t know how to relax and be patient. 

 

내 상황을 아는 주위 사람들은 쉬면서 여행을 좀 갔다 오라고 권하지만 내키지 않는다.  

People around me who understand my situation tell me to take some time off and go on a trip, but I don’t 

want to. 

 

낯선 땅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돌아왔을 때 피곤할 것이고 또 내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I don’t like being alone in strange places, and I would be very tired on my return. Taking a trip won’t 

fundamentally change my life. 

 

기분전환이 아니라 되레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It’d only end up putting more stress on me rather than giving me an opportunity for change. 

 

무한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두렵다.  

I hate this crazy rat race, but the idea of putting a halt to it all scares me. 

 

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배짱도 없다.  

One must take risks to bring about change, but I don’t have the guts. 

 

행하지 않고 고민만 하니 항상 그 자리다.  

I’m always in a rut, overthinking instead of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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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심을 접어두고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하나 싶다.  

I need to learn how to overcome my restlessness and live a relaxed life.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벌려 할까?  

What’s my reason for trying to make all this money? 

 

나에게 묻는다.  

That’s what I need to ask my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