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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41 

<광고> 

 

 

오늘은 정말 모든 게 꼬인 날이었다. 며칠 동안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할 즈음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하나 있는 수업이 휴강이란다.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

었는데 헛걸음을 한 거였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리고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카드지

갑이 없어졌다.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종점에 있는 분실물 센터로 오란다. 다행히도 현금이 조금 있

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분실물센터에는 주인 잃은 소지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내 카드지갑

도 있었다. 어쨌든 지갑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그 노선 버

스를 타고 남자친구의 동네로 갔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종점까지, 종점에

서 남자친구 집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집에서 나의 집까지 하루 동안 같은 노선 버스를 네 번이

나 탄 셈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타코야끼 트럭이 있어서 남은 현금으로 타코야끼를 사 먹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가씨 참 똑똑하게 생겼네”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바보같은 하루가 생각나서 웃기만 할 뿐 대답

할 수가 없었다. 

 

Everything was so mixed-up today. I went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in a week after having been sick and 

absent. As I approached my school, I called one of my classmates and found out that the class was cancelled 

today. I could have stayed at home but instead was on a fool’s errand. But that was only the beginning. I got 

to school and checked my pocket, but my card wallet was missing. I called the bus company, and they told 

me to come to the lost & found center located in their parking lot. Luckily, I had some cash, so I got on the 

same bus line again and went to the parking lot. A couple of missing items were waiting for their owners there 

including my wallet. It was such a relief for me to find it. I had lunch plans with my boyfriend, so I got back 

on the same bus line once again and went to his area. So, on the same day, I was on the same line four times 

-  from my home to my school, from my school to the parking lot, from the parking lot to my boyfriend’s 

neighborhood and from there to my home. On my walk back home from the bus stop, I found a food truck 

selling Takoyaki. I bought some with remaining cash in my wallet. The man selling Takoyaki told me, “You look 

like a very smart young lady.” Thinking about my stupid act today, I didn’t answer and just smiled back at him. 

 

오늘은 정말 모든 게 꼬인 날이었다.  

Everything was so mixed-up today. 

 

며칠 동안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I went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in a week after having been sick and absent. 

 

그런데 학교에 도착할 즈음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하나 있는 수업이 휴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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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 approached my school, I called one of my classmates and found out that the class was cancelled today.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었는데 헛걸음을 한 거였다.  

I could have stayed at home but instead was on a fool’s errand. 

 

그게 다가 아니었다.  

But that was only the beginning. 

 

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리고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카드지갑이 없어졌다.  

I got to school and checked my pocket, but my card wallet was missing.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종점에 있는 분실물 센터로 오란다.  

I called the bus company, and they told me to come to the lost & found center located in their parking lot. 

 

다행히도 현금이 조금 있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Luckily, I had some cash, so I got on the same bus line again and went to the parking lot. 

 

분실물센터에는 주인 잃은 소지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내 카드지갑도 있었다.  

A couple of missing items were waiting for their owners there including my wallet. 

 

어쨌든 지갑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It was such a relief for me to find it. 

 

그리고 남자친구와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그 노선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의 동네로 갔다.  

I had lunch plans with my boyfriend, so I got back on the same bus line once again and went to his area.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종점까지, 종점에서 남자친구 집까지, 그리고 마지막으

로 남자친구 집에서 나의 집까지 하루 동안 같은 노선 버스를 네 번이나 탄 셈이었다.  

So, on the same day, I was on the same line four times -  from my home to my school, from my school to 

the parking lot, from the parking lot to my boyfriend’s neighborhood and from there to my home.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타코야끼 트럭이 있어서 남은 현금으로 타코야끼를 사 먹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아가씨 

참 똑똑하게 생겼네”라고 말씀하셨다.  

On my walk back home from the bus stop, I found a food truck selling Takoyaki. I bought some with remaining 

cash in my wallet. The man selling Takoyaki told me, “You look like a very smart young lady.” 

 

나의 바보같은 하루가 생각나서 웃기만 할 뿐 대답할 수가 없었다. 

Thinking about my stupid act today, I didn’t answer and just smiled back at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