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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드디어 퇴근시간이 다 돼 간다. 허리 위에 거북이 등딱지가 앉은 것처럼 무겁고 딱딱하기만 하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바쁘진 않았다. 그럼에도 쉬는 시간 없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

게 했다. 창문 너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멍하니 쳐다보는 내 모습은 처량하다. 그래도 오늘 하루가 다 끝나 

가니 조금만 더 버텨야지. 직장생활은 힘들다. 직장조직은 더 힘들다. 이제 입사 7개월차 나부랭이 나 따위

가 뭘 알겠냐마는 이곳은 전쟁터라는 점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토

요일이 아니다. 직원 단합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건배사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내 건배사는 이제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다. 네이버 검색이나 해 봐야겠다.  

 

Finally, I’m getting off from work. My back feels stiff and heavy as if there is a turtle shell mounted on it. Today 

hasn’t been so hectic. Even so, the fact that I had to sit at my desk without taking a break makes me feel so 

tired. I am miserable as I just stare blankly at the swaying tree branches outside the window. But today is 

almost over, and I can hold out. It’s hard to be a full-time employee and it’s even harder to “fit in” with the 

company culture. Being only seven months in, I don’t think I’m entitled to comment about office life here, but 

one thing is for certain: I shouldn’t forget that it is a battle field every minute. Tomorrow is Saturday but not 

quite so. We have a company outing tomorrow. What toast should I make this time? I am running low on 

ideas. I need to look up more ideas on Naver. 

 

드디어 퇴근시간이 다 돼 간다.  

Finally, I’m getting off from work. 

 

허리 위에 거북이 등딱지가 앉은 것처럼 무겁고 딱딱하기만 하다.  

My back feels stiff and heavy as if there is a turtle shell mounted on it.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바쁘진 않았다.  

Today hasn’t been so hectic. 

 

그럼에도 쉬는 시간 없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했다.  

Even so, the fact that I had to sit at my desk without taking a break makes me feel so tired. 

 

창문 너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멍하니 쳐다보는 내 모습은 처량하다.  

I am miserable as I just stare blankly at the swaying tree branches outside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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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오늘 하루가 다 끝나 가니 조금만 더 버텨야지.  

But today is almost over, and I can hold out. 

 

직장생활은 힘들다. 직장조직은 더 힘들다.  

It’s hard to be a full-time employee and it’s even harder to “fit in” with the company culture. 

 

이제 입사 7개월차 나부랭이 나 따위가 뭘 알겠냐마는 이곳은 전쟁터라는 점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다.  

Being only seven months in, I don’t think I’m entitled to comment about office life here, but one thing is for 

certain: I shouldn’t forget that it is a battle field every minute.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이 아니다.  

Tomorrow is Saturday but not quite so. 

 

직원 단합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We have a company outing tomorrow. 

 

나는 어떤 건배사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What toast should I make this time? 

 

내 건배사는 이제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다.  

I am running low on ideas. 

 

네이버 검색이나 해 봐야겠다.  

I need to look up more ideas on 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