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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54 

<광고> 

 

 

봄이 다가왔다. 봄만 오면 나는 살짝 두려워지려고 한다. 내가 봄을 잘 타는 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봄의 맑은 날씨와 따뜻함을 좋아한다. 물론 나도 봄의 따듯함을 좋아한다. 하지만 봄만 다가오면 쉽

게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나의 모습이 싫기 때문에 나는 봄이 오는 것이 두렵다. 요즘 한국의 날씨가 여름과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는 게 느껴진다. 봄이 두려운 나는 얼른 더운 여름이 왔으면 좋겠

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흘러 샤워를 자주 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봄에 찌워

두었던 살을 빼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나는 여름이 더 기다려진다.   

  

Spring is here. When spring comes, I’m a bit afraid, as I become easi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ring 

weather. Many people love the nice weather and the mildness of spring. I also like the warmth of spring. But 

during the spring season I am down in the dumps and even feel gloomy. I hate this side of me, so I’m not 

entirely happy when spring comes. I can notice that in Korea now summer and winter are getting longer and 

spring and fall are shorter. I’m afraid of spring, so I hope summer comes faster. In summer, I sweat a lot and 

often have to take a shower, which is kind of cumbersome, but summer gives me a chance to lose the weight 

I put on during spring. So, I eagerly wait for summer rather than spring. 

 

봄이 다가왔다.  

Spring is here. 

 

봄만 오면 나는 살짝 두려워지려고 한다. 내가 봄을 잘 타는 편이기 때문이다.  

When spring comes, I’m a bit afraid, as I become easi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ring weather.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의 맑은 날씨와 따뜻함을 좋아한다.  

Many people love the nice weather and the mildness of spring. 

 

물론 나도 봄의 따듯함을 좋아한다.  

I also like the warmth of spring. 

 

하지만 봄만 다가오면 쉽게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나의 모습이 싫기 때문에 나는 봄이 오는 것이 두렵다.  

But during the spring season I am down in the dumps and even feel gloomy. I hate this side of me, so I’m not 

entirely happy when spring comes. 

 

요즘 한국의 날씨가 여름과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는 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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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notice that in Korea now summer and winter are getting longer and spring and fall are shorter. 

 

봄이 두려운 나는 얼른 더운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I’m afraid of spring, so I hope summer comes faster. 

 

여름에는 땀이 많이 흘러 샤워를 자주 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봄에 찌워두었

던 살을 빼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계절이다.  

In summer, I sweat a lot and often have to take a shower, which is kind of cumbersome, but summer gives me 

a chance to lose the weight I put on during spring. 

 

그래서 나는 여름이 더 기다려진다.   

So, I eagerly wait for summer rather than sp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