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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46 

<광고> 

 

 

오늘 지인과 수영수업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 나도 오래전에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다. 결혼하기 전인, 벌써 

10년 전 일이다. 수영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 나는 금방 배워서 물개처럼 수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

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과 가까운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수영을 배우고 있던 중이라 자신감이 하늘

을 찌르고 있었다. 한참 물속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잡고있던 튜브를 놓치면서 서있던 바위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당황했고, 제대로 된 수영은커녕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소리조차 지르기 어려웠다.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라고 힘들게 소리치다가 문득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한 사람이 나를 향해 오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 나를 잡고 끌어서 바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덕분에 나는 지금 살아 있지만, 그때 고맙다

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살아가면서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가끔은 자신감이 나

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생각이 든다. 

  

I talked about a swimming lesson with one of my acquaintances today. I also took swimming lessons a long 

time ago. It was more than ten years ago, even before I got married. When I first took the lesson, I thought I 

would be able to swim well just like a seal. Then I had a chance to take a trip to a nearby stream with my 

family. Because I was taking swimming lessons, I was as confident in my ability as I could be. When I was 

having a good time in the water for a while, the inner tube slipped out of my hands, and I fell off an underwater 

rock I was standing on. Embarrassed, I started floundering. Screaming “help” was difficult, not to mention 

swimming. Floundering and screaming, I thought to myself that I could die this way. Then I saw a person 

swimming toward me. He pulled me out of the water and put me on a rock. I’m alive now thanks to him, but 

now I regret not even being able to say “thank you” to him. In our lives we need to have some confidence, 

but overconfidence sometimes gets you in trouble. That was the lesson I learned. 

 

오늘 지인과 수영수업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  

I talked about a swimming lesson with one of my acquaintances today. 

 

나도 오래전에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다.  

I also took swimming lessons a long time ago. 

 

결혼하기 전인, 벌써 10년 전 일이다.  

It was more than ten years ago, even before I got married. 

 

수영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 나는 금방 배워서 물개처럼 수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When I first took the lesson, I thought I would be able to swim well just like a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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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에 가족들과 가까운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Then I had a chance to take a trip to a nearby stream with my family. 

 

수영을 배우고 있던 중이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Because I was taking swimming lessons, I was as confident in my ability as I could be. 

 

한참 물속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잡고있던 튜브를 놓치면서 서있던 바위에서 미끄러졌다.  

When I was having a good time in the water for a while, the inner tube slipped out of my hands, and I fell off 

an underwater rock I was standing on. 

 

나는 당황했고, 제대로 된 수영은커녕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소리조차 지르기 어려웠다.  

Embarrassed, I started floundering. Screaming “help” was difficult, not to mention swimming.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라고 힘들게 소리치다가 문득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Floundering and screaming, I thought to myself that I could die this way. 

 

그 때 한 사람이 나를 향해 오는 게 보였다.  

Then I saw a person swimming toward me. 

 

그 사람은 나를 잡고 끌어서 바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He pulled me out of the water and put me on a rock. 

 

덕분에 나는 지금 살아 있지만,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I’m alive now thanks to him, but now I regret not even being able to say “thank you” to him. 

 

살아가면서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가끔은 자신감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생각이 든다. 

In our lives we need to have some confidence, but overconfidence sometimes gets you in trouble. That was 

the lesson I lear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