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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26 

<광고> 

 

 

며칠 전, 준비하던 시험을 끝마치고 집에 갔다 왔다. 시험 준비 하느라 3개월간 내려가지 못했는데, 시험결

과가 생각보다 좋아 부모님께 직접 자랑하고 싶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결과를 말씀 드렸더

니 기쁨도 잠시, 이내 걱정을 쏟아내셨다. “시험 잘 보면 취업은 어디로 하는 건지, 취업하면 결혼도 해야 하

고,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이걸 언제 다 할지.” 아빠는 걱정거리가 태산인 것처럼 보였다. 내 딴에

는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이 시험 결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아빠에겐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 걱정하시느라 한숨을 푹푹 내쉬는 아빠를 보니, 그저 죄송스

럽기만 했다. 부모님이 자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걱정하는 대신 나를 믿고 그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

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딸들 걱정 말고 부모님만의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사셨으

면 좋겠다. 엄마아빠의 희망이자 꿈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딸의 꿈도 엄마 

아빠의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난 오늘도 열심히 달린

다. 올해는 꼭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선물해 드려야지. 

 

I visited my parents after finishing an exam the other day. I’d never visited them for the past three months 

preparing for the exam. My score was better than I expected, so I wanted to deliver the news in person. At 

dinner together, I informed them of the good result. They showed a happy expression, which quickly 

changed. Then they started worrying. “Where will you get a job with this? You’re going to have to get 

married after getting a job. Then you’re going to have to have a baby after getting married. I don’t know 

when you’ll be able to do all of this.” Father’s apprehensions were never-ending. For my part, I simply wanted 

to reassure them with the successful test that I’ll do well in my job search and they don’t have to fret. In my 

father’s eyes, I may still fa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Seeing my father sigh deeply for me, I felt so guilty. 

It’s natural for parents to worry about their children, but I just hope they trust me and root for me instead. 

They’ve raised their daughters well so far, so I simply want them to enjoy the second round of their own lives 

without concern over their daughters. I know very well that my happiness is their desire and dream. But I 

hope they also understand that their happiness is my dream. To make all of our dreams come true, I’m still 

doing my best, even today. I’ll be sure to find employment this year, for a present my parents couldn’t be 

happier to receive. 

 

며칠 전, 준비하던 시험을 끝마치고 집에 갔다 왔다.  

I visited my parents after finishing an exam the other day. 

 

시험 준비 하느라 3개월간 내려가지 못했는데, 시험결과가 생각보다 좋아 부모님께 직접 자랑하고 싶었다. 

I’d never visited them for the past three months preparing for the exam. My score was better th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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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so I wanted to deliver the news in person.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결과를 말씀 드렸더니 기쁨도 잠시, 이내 걱정을 쏟아내셨다. 

At dinner together, I informed them of the good result. They showed a happy expression, which quickly 

changed. Then they started worrying. 

 

“시험 잘 보면 취업은 어디로 하는 건지, 취업하면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이걸 

언제 다 할지.” 

“Where will you get a job with this? You’re going to have to get married after getting a job. Then you’re 

going to have to have a baby after getting married. I don’t know when you’ll be able to do all of this.” 

 

아빠는 걱정거리가 태산인 것처럼 보였다. 

Father’s apprehensions were never-ending. 

 

내 딴에는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이 시험 결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

는데, 아빠에겐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For my part, I simply wanted to reassure them with the successful test that I’ll do well in my job search and 

they don’t have to fret. In my father’s eyes, I may still fa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내 걱정하시느라 한숨을 푹푹 내쉬는 아빠를 보니, 그저 죄송스럽기만 했다. 

Seeing my father sigh deeply for me, I felt so guilty. 

 

부모님이 자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걱정하는 대신 나를 믿고 그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It’s natural for parents to worry about their children, but I just hope they trust me and root for me instead. 

 

그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딸들 걱정 말고 부모님만의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다.  

They’ve raised their daughters well so far, so I simply want them to enjoy the second round of their own lives 

without concern over their daughters. 

 

엄마아빠의 희망이자 꿈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I know very well that my happiness is their desire and dream. 

 

하지만 딸의 꿈도 엄마 아빠의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한다.  

But I hope they also understand that their happiness is my dream. 

 

우리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난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To make all of our dreams come true, I’m still doing my best, even today. 

 

올해는 꼭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선물해 드려야지. 

I’ll be sure to find employment this year, for a present my parents couldn’t be happier to rece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