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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32 

<광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의 낙이 뭐예요?’ ‘요새 무슨 낙으로 사세요?’ 애 있

는 선배들은 백이면 백 다 자식이 낙이라고 하고, 후배들은 쇼핑, 연애, 여행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온다. 하지

만 나는? ‘글쎄다.’ 결혼 3년차 딩크족 선배도 ‘글쎄다.’ 결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나이 좀 있는 선배도 ‘글쎄

다.’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나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찡그린 표정조차 

즐거워 보인다. 그 때도 고민이 가득했을 텐데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아침에 회사에 가면 문에 들어서면서

부터 표정이 굳는 것 같다. 예전에는 표정관리 한답시고 억지로라도 웃었는데 이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나 괴롭히기만 해봐라, 배로 갚아 줄 테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틴다. 대체 누가 이직하면 회사가 

좋아질 거라 했나? 이직해도 똑같다, 회사가 싫은 건. 오랜만에 3일 연속으로 쉬는 주말 중 이틀이 지났다. 

생각해보니 나는 절대 전업주부는 안 되겠다. 이틀 쉬어보니 퍼지기만 할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럼에도 

왜 회사는 몸서리칠 정도로 싫은 걸까.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다른 갈망일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한 

때 새로웠던 것들에 결국 질리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도망쳐야 하는지 많이 고민스럽다. 일은 해야겠지, 

여건이 되는 한.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 들 것 같다. ‘인생의 낙은 궁극적으로 일

인 것인가’로 귀결되는 오늘의 일기. 

 

Recently, I’ve frequently come to ask people around me: What do you live for? What in life brings you the 

most pleasure? People who are older than I am and have kids all say without exception that they live for 

their children. Those younger say, with no hesitation whatsoever, love, shopping, or travel. What about me, 

then? I’m not sure. A dual-income-no-kid housewife who’s into her third year of marriage also answered that 

she wasn’t sure. A relatively old single woman who now has a fifty-fifty chance of getting married also said 

she wasn’t sure. On my Cyworld mini homepage that I check back on every once in a while, there’s a picture 

of me smiling. In another picture where I’m even frowning, I look happy. In those instances, I must’ve had my 

own worries, so what was I so pleased about? Every time I go to work in the morning, my face stiffens as 

soon as I pass through the gate. In the past I tried to put on an artificial smile, simply to hide my inner 

feelings, but I don’t even care anymore. I’m just hanging in there all day, secretly knowing that anybody who 

annoys me will pay back twofold. Who says changing companies will make you feel better? Going to work at 

a new company is just as bad. Two days of the three-day weekend have passed. I realized that I’ll never 

become a full-time housewife. Just two days of rest taught me how over-relaxed I could be if I were to 

become a stay-at-home wife. Then why do I dread going to work so much? Is it just another form of longing 

for change? Whatever I end up doing in the future, I’d eventually get bored with what was once new. Will I 

have to run away from something every time I’m tired of it? I have to work, unless something forces me not 

to. If I don’t, I’ll feel like I’ve become nothing. Well, the conclusion of today’s diary seems to be this: What we 

really live for is probably 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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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의 낙이 뭐예요?’ ‘요새 무슨 낙으로 사세요?’  

Recently, I’ve frequently come to ask people around me: What do you live for? What in life brings you the 

most pleasure? 

 

애 있는 선배들은 백이면 백 다 자식이 낙이라고 하고, 후배들은 쇼핑, 연애, 여행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온다. 

People who are older than I am and have kids all say without exception that they live for their children. 

Those younger say, with no hesitation whatsoever, love, shopping, or travel. 

 

하지만 나는? ‘글쎄다.’  

What about me, then? I’m not sure. 

 

결혼 3년차 딩크족 선배도 ‘글쎄다.’  

A dual-income-no-kid friend who’s into her third year of marriage also answered that she wasn’t sure. 

 

결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나이 좀 있는 선배도 ‘글쎄다.’  

A relatively old single woman who now has a fifty-fifty chance of getting married also said she wasn’t sure.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나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On my Cyworld mini homepage that I check back on every once in a while, there’s a picture of me smiling. 

 

찡그린 표정조차 즐거워 보인다.  

In another picture where I’m even frowning, I look happy. 

 

그 때도 고민이 가득했을 텐데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In those instances, I must’ve had my own worries, so what was I so pleased about? 

 

아침에 회사에 가면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굳는 것 같다.  

Every time I go to work in the morning, my face stiffens as soon as I pass through the gate. 

 

예전에는 표정관리 한답시고 억지로라도 웃었는데 이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나 괴롭히기만 해봐라, 

배로 갚아 줄 테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틴다.  

In the past I tried to put on an artificial smile, simply to hide my inner feelings, but I don’t even care 

anymore. I’m just hanging in there all day, secretly knowing that anybody who annoys me will pay back 

twofold. 

 

대체 누가 이직하면 회사가 좋아질 거라 했나?  

Who says changing companies will make you feel better? 

 

이직해도 똑같다, 회사가 싫은 건.  

Going to work at a new company is just as bad. 

 

오랜만에 3일 연속으로 쉬는 주말 중 이틀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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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ays of the three-day weekend have passed. 

 

생각해보니 나는 절대 전업주부는 안 되겠다.  

I realized that I’ll never become a full-time housewife. 

 

이틀 쉬어보니 퍼지기만 할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Just two days of rest taught me how over-relaxed I could be if I were to become a stay-at-home wife. 

 

그럼에도 왜 회사는 몸서리칠 정도로 싫은 걸까.  

Then why do I dread going to work so much?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다른 갈망일까.  

Is it just another form of longing for change?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한 때 새로웠던 것들에 결국 질리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도망쳐야 하는지 많이 고

민스럽다.  

Whatever I end up doing in the future, I’d eventually get bored with what was once new. Will I have to run 

away from something every time I’m tired of it? 

 

일은 해야겠지, 여건이 되는 한.  

I have to work, unless something forces me not to.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 들 것 같다.  

If I don’t, I’ll feel like I’ve become nothing. 

 

‘인생의 낙은 궁극적으로 일인 것인가’로 귀결되는 오늘의 일기. 

Well, the conclusion of today’s diary seems to be this: What we really live for is probably our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