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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31 

<광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우리 부부는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주택시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

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에 곧 좌절했다. 결혼해서 10년 이상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외벌

이만으로 집을 사기에 현실의 장벽은 너무 높았다. 이런 우리 부부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근처에

서 곧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처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없고 청약 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청약 신청을 하려

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우선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다. 학군과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아직 주변 도로나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아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대출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힘든 우리로서는 금

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좀 더 주택 시장을 관망하고 자금도 더 모은 다음 장만해야 하는지 오늘도 고민이다. 

 

After my oldest child entered elementary school, my husband and I decided to buy a house. We started 

researching, and it wasn’t long before we became frustrated by the sky-high prices. We’ve been frugal and 

saved up over the past ten years since marriage; but, for a single-income family like us, the barriers from this 

reality were just too thick to break through. But, we heard good news recently. There‘ll soon be a pre-sale of 

new apartments in a town nearby. Families like us, who’ve never owned a house and have been holding onto 

a pre-sale savings account for longer than ten years, are eligible to buy. The pre-sale could be a more 

advantageous option for us. However, as I considered putting the idea into action, I had some second 

thoughts. Competition for pre-sales is so fierce, so they’re very difficult to get. There are good schools 

nearby and the surrounding nature is excellent, too, but the roads are still limited and public transportation 

isn’t yet fully available. So we’d have to tolerate some inconvenience for a while. My biggest concern is the 

loan interest rate, which is expected to keep rising. We can’t help focusing on this as we’d have to take out 

loans to buy a house. I can’t decide between the two conflicting ideas - whether it’s better to buy a house 

ASAP, since it’s not going to get any easier, or whether we’d be better off watching the market a little longer 

while saving up some more.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우리 부부는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주택시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

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에 곧 좌절했다.  

After my oldest child entered elementary school, my husband and I decided to buy a house. We started 

researching, and it wasn’t long before we became frustrated by the sky-high prices. 

 

결혼해서 10년 이상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외벌이만으로 집을 사기에 현실의 장벽은 너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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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We’ve been frugal and saved up over the past ten years since marriage; but, for a single-income family like 

us, the barriers from this reality were just too thick to break through. 

 

이런 우리 부부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But, we heard good news recently. 

 

근처에서 곧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There‘ll soon be a pre-sale of new apartments in a town nearby. 

 

우리 부부처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없고 청약 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Families like us, who’ve never owned a house and have been holding onto a pre-sale savings account for 

longer than ten years, are eligible to buy. The pre-sale could be a more advantageous option for us. 

 

하지만 막상 청약 신청을 하려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However, as I considered putting the idea into action, I had some second thoughts. 

 

우선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다.  

Competition for pre-sales is so fierce, so they’re very difficult to get. 

 

학군과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주변 도로나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아 한동안 불편

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There are good schools nearby and the surrounding nature is excellent, too, but the roads are still limited 

and public transportation isn’t yet fully available. So we’d have to tolerate some inconvenience for a while. 

 

가장 걱정되는 점은 대출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My biggest concern is the loan interest rate, which is expected to keep rising. 

 

대출 없이 집을 사기 힘든 우리로서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We can’t help focusing on this as we’d have to take out loans to buy a house. 

 

내 집 장만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주택 시장

을 관망하고 자금도 더 모은 다음 장만해야 하는지 오늘도 고민이다. 

I can’t decide between the two conflicting ideas - whether it’s better to buy a house ASAP, since it’s not 

going to get any easier, or whether we’d be better off watching the market a little longer while saving up 

some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