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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56
<광고>

취업을 고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6년차 직장인이 되었다. 요즘 나의 고
민은 돈이다. 솔로일 때는 몰랐는데, 입이 많아지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라는 말이 실감이 된다. 남
들은 해외 여행도 다니는데, 여행적금을 들든지 해야지 엄두가 안 난다. 사업을 할 특출난 아이템이나 자본
은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게 소망인데, 연봉을 많이 받고 싶다. 지금 같아서는
연봉이 딱 1000만원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운 좋게 취직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주제에 쉬운 이야기
는 아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전문적 능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영어'를 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만 잘해도~'라는 말이 통하는 것 같다. 영어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시간을 내
서 공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내가 주경야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했겠지. 그저 출퇴
근시간에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스스로 '행복회로'를 돌리는 정도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야지’라는 마음으로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취업하고 첫 월급 받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도 자식과 와이프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돼야겠다
고 다짐한다.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when I was concerned about getting a full-time job, but now I’m already six years
into my job, married, and a father. My biggest cause for concern nowadays is money. I didn’t I know it as
single guy, but as I have a family now, I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to say that my salary leaves the bank
account as soon as it comes in. Many people have overseas vacations, but it’s unaffordable to me unless I start
saving for it. I don’t have either a brilliant idea or enough capital to open my own business, so my only hope
now is to live as a salaried worker for my whole life. I simply want a bigger salary. For now, I would be happy
if I were paid 10 million won more per year. But it’s not easy for me who luckily got a full-time job and
managed not to be fired. I thought about what type of a weapon I need to be equipped with to survive in the
battlefield of the corporate world. It is not feasible to go back to school and learn professional skills, so English
should be my forte. There are many who have great English skills already but being good at English still
benefits me. I feel the need to study English very hard, but I can’t spare the time for it. If I am the type of
person who can work during the day and study at night on my own, I would have studied harder in high
school. All I can do now is to listen to English podcasts while commuting and feel happy about that. I need to
study English harder as if I were fighting for my life. Since the day I received my first payment as a full-time
employee, I have respected all the hard-working fathers in this world. I renew my commitment to becoming a
husband and a father my wife and children can be proud of.

취업을 고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6년차 직장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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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eels like just yesterday when I was concerned about getting a full-time job, but now I’m already six years
into my job, married, and a father.
요즘 나의 고민은 돈이다.
My biggest cause for concern nowadays is money.
솔로일 때는 몰랐는데, 입이 많아지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라는 말이 실감이 된다.
I didn’t I know it as single guy, but as I have a family now, I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to say that my
salary leaves the bank account as soon as it comes in.
남들은 해외 여행도 다니는데, 여행적금을 들든지 해야지 엄두가 안 난다.
Many people have overseas vacations, but it’s unaffordable to me unless I start saving for it.
사업을 할 특출난 아이템이나 자본은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게 소망인데, 연봉을
많이 받고 싶다.
I don’t have either a brilliant idea or enough capital to open my own business, so my only hope now is to live
as a salaried worker for my whole life. I simply want a bigger salary.
지금 같아서는 연봉이 딱 1000만원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For now, I would be happy if I were paid 10 million won more per year.
운 좋게 취직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주제에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But it’s not easy for me who luckily got a full-time job and managed not to be fired.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I thought about what type of a weapon I need to be equipped with to survive in the battlefield of the corporate
world.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전문적 능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영어'를 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It is not feasible to go back to school and learn professional skills, so English should be my forte.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만 잘해도~'라는 말이 통하는 것 같다.
There are many who have great English skills already but being good at English still benefits me.
영어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I feel the need to study English very hard, but I can’t spare the time for it.
내가 주경야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했겠지.
If I am the type of person who can work during the day and study at night on my own, I would have studied
harder in high school.
그저 출퇴근시간에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스스로 '행복회로'를 돌리는 정도다.
All I can do now is to listen to English podcasts while commuting and feel happy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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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I need to study English harder as if I were fighting for my life.
취업하고 첫 월급 받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Since the day I received my first payment as a full-time employee, I have respected all the hard-working fathers
in this world.
나도 자식과 와이프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돼야겠다고 다짐한다.
I renew my commitment to becoming a husband and a father my wife and children can be proud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