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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새로 집을 구할 때마다 전세난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가격이 좋으면 집이 너무 오래되거나 여자 혼자 살기 적당하지 않아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회사

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중심가에 있어 월세는 거의 1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했다.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사는 동네에 집을 사기로 했다.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더했다.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설레고 기분이 좋았지만, 하나하나 알아볼

수록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새로 산 집의 가격과 위치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집

을 너무 험하게 썼다. 마루에는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벽지에는 낙서도 많이 되어 있었다. 가구 

역시 상처가 많았다. 그래서 집을 계약한 후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했다. 인테리어에 대한 로망이 누구에게

나 있을 거다.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가 붐이기도 하고, 북유럽풍의 인테리어 등등 유행도 많이 있으니까 말

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도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셀프 인테리어의 달인들이 

너무 부러웠다. 지금은 인테리어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주 이사를 앞두고 모든 것이 거의 정리되어 간다. 두

어 달의 나의 고생에 박수를 치고싶다. 이사를 끝내고 편하게 집에 있는 나를 상상하며 일주일을 보내야겠

다. 

 

It’s been two years since I moved into this place. Every time my contract expires and I have to find a new 

home, the term “jeonse shortage” really hits me. When the lease is affordable, the property is either too old 

or unsuitable for a woman to live alone in. I wanted to live near my workplace, but the office is downtown 

and the monthly rent in that area is almost equal to my monthly income. So I gave up on any jeonse and 

decided to take out a bank loan to buy a house near my current place, and combined it with my returned 

deposit. At first, I was happy to become a homeowner; but, as I learn more about owning a house, I realiz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o take care of. The location and price of the house were not bad, but the 

previous owner didn’t do a good job at maintenance. There was mold in the living room due to water 

leakage, and I found a lot of scribbles on the wall. The furniture was all torn up, too. So I had to do some 

interior rework after signing the contract. People fantasize about decorating the interior of their own place, 

so DIY interiors are in fashion these days. The Nordic style is particularly popular at the moment. However, 

it’s not as easy a job as I had expected. I wish I were one of those home interior experts on the Internet. The 

work is almost over now and everything is being wrapped up, with the move coming up next week. I’d like 

to pat myself on the back for these past two months of hard work, and next week will be spent imagining 

myself relaxing at home after having finished the move.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It’s been two years since I moved into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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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집을 구할 때마다 전세난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Every time my contract expires and I have to find a new home, the term “jeonse shortage” really hits me. 

 

가격이 좋으면 집이 너무 오래되거나 여자 혼자 살기 적당하지 않아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When the lease is affordable, the property is either too old or unsuitable for a woman to live alone in.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중심가에 있어 월세는 거의 1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내

야 했다.  

I wanted to live near my workplace, but the office is downtown and the monthly rent in that area is almost 

equal to my monthly income.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사는 동네에 집을 사기로 했다.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더했다.  

So I gave up on any jeonse and decided to take out a bank loan to buy a house near my current place, and 

combined it with my returned deposit.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설레고 기분이 좋았지만, 하나하나 알아볼수록 신경써야 할 것

이 너무 많았다.  

At first, I was happy to become a homeowner; but, as I learn more about owning a house, I realiz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o take care of. 

 

새로 산 집의 가격과 위치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집을 너무 험하게 썼다.  

The location and price of the house were not bad, but the previous owner didn’t do a good job at 

maintenance. 

 

마루에는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벽지에는 낙서도 많이 되어 있었다.  

There was mold in the living room due to water leakage, and I found a lot of scribbles on the wall. 

 

가구 역시 상처가 많았다.  

The furniture was all torn up, too. 

 

그래서 집을 계약한 후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했다.  

So I had to do some interior rework after signing the contract. 

 

인테리어에 대한 로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다.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가 붐이기도 하고, 북유럽풍의 인테리

어 등등 유행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People fantasize about decorating the interior of their own place, so DIY interiors are in fashion these days. 

The Nordic style is particularly popular at the moment. 

 

하지만 인테리어도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다.  

However, it’s not as easy a job as I had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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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셀프 인테리어의 달인들이 너무 부러웠다.  

I wish I were one of those home interior experts on the Internet. 

 

지금은 인테리어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주 이사를 앞두고 모든 것이 거의 정리되어 간다.  

The work is almost over now and everything is being wrapped up, with the move coming up next week. 

 

두어 달의 나의 고생에 박수를 치고싶다. 이사를 끝내고 편하게 집에 있는 나를 상상하며 일주일을 보내야

겠다. 

I’d like to pat myself on the back for these past two months of hard work, and next week will be spent 

imagining myself relaxing at home after having finished the m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