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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6 

<광고> 

 

 

나는 29살에 결혼을 했다. 같이 입사한 회사 동기들 중에서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랐다. 사랑하

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특히 우리는 사내커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대

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고, 출퇴근시간이 비슷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결혼이 항상 

행복하고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행복해진 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진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 챙겨야 

할 집안 행사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결혼 후 1년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곧바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새벽에 배고프다고 계속 우는 아기 때문에 잠을 설

치기가 일쑤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도 신경쓰고 챙길 것이 많다. 육아는 처음이라 늘 서툴고 

어려웠다. 아기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와이프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늘 최신 영화는 한참 

지난 후 티비로 봐야 한다. 하지만, 또 어느새 이러한 삶에 익숙해졌다. 힘들어도 퇴근하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힘들지만 힘든 만큼의 행복도 같이 오는 것이 결혼생활과 육아인 것 같다.   

 

I married when I was 29 years old. Out of all my colleagues who joined the company with me and of all my 

close friends, I was the first. Living together with the person you love is a happy thing. Because my wife and 

I had been dating at work, we could understand each other’s life better. We were able to spend many hours 

together, as our work schedules were similar. But married life is not always a romantic fairy tale. With the 

happiness come many other things to take care of. Once you get married, the number of family events 

doubles. Also, we had a baby just one year later. At first we were so happy simply about having a baby, but 

it didn’t take long before reality started to kick in. The constant hungry cries of the baby in the middle of the 

night take a toll on our sleep. When we go on a trip or even just step outside, being together with a baby 

demands lots of care and attention. Taking care of a child has been constantly hard and challenging, since 

it’s my first time doing so. Since the birth of the baby, I haven’t ever gone to the movies with my wife. All 

I’ve been able to do is just to wait until the new movies come out on TV. But, at some point, I’ve grown 

accustomed to this kind of life. Fatherhood is difficult, but I love my wife and kids welcoming me when I 

come home from work. As hard as it may be, married life with kids is as happy as it is difficult. 

 

나는 29살에 결혼을 했다.  

I married when I was 29 years old. 

 

같이 입사한 회사 동기들 중에서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랐다.  

Out of all my colleagues who joined the company with me and of all my close friends, I was the first.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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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together with the person you love is a happy thing. 

 

특히 우리는 사내커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고, 출퇴근시간이 비슷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다.  

Because my wife and I had been dating at work, we could understand each other’s life better. We were able 

to spend many hours together, as our work schedules were similar. 

 

하지만 결혼이 항상 행복하고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But married life is not always a romantic fairy tale. 

 

행복해진 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진다.  

With the happiness come many other things to take care of.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 챙겨야 할 집안 행사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Once you get married, the number of family events doubles. 

 

우리는 결혼 후 1년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곧바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Also, we had a baby just one year later. At first we were so happy simply about having a baby, but it didn’t 

take long before reality started to kick in. 

 

새벽에 배고프다고 계속 우는 아기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도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많다.  

The constant hungry cries of the baby in the middle of the night take a toll on our sleep. When we go on a 

trip or even just step outside, being together with a baby demands lots of care and attention. 

 

육아는 처음이라 늘 서툴고 어려웠다.  

Taking care of a child has been constantly hard and challenging, since it’s my first time doing so. 

 

아기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와이프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Since the birth of the baby, I haven’t ever gone to the movies with my wife. 

 

늘 최신 영화는 한참 지난 후 티비로 봐야 한다.  

All I’ve been able to do is just to wait until the new movies come out on TV. 

 

하지만, 또 어느새 이러한 삶에 익숙해졌다.  

But, at some point, I’ve grown accustomed to this kind of life. 

 

힘들어도 퇴근하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Fatherhood is difficult, but I love my wife and kids welcoming me when I come home from work. 

 

힘들지만 힘든 만큼의 행복도 같이 오는 것이 결혼생활과 육아인 것 같다.   

As hard as it may be, married life with kids is as happy as it is diffic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