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racticus.co.kr         © ㈜프랙티쿠스 

함께 쓰는 영어 일기 9 

<광고> 

 

 

이제 해가 바뀌면 32살이 된다. 고향을 떠나와 대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까지 타지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까

지 12년 째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그들의 아파트

에서 집들이를 할 때면,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요즘 혼자

서도 할 수 있는 셀프 원룸 인테리어가 한창 유행이라고 하지만, 원룸을 꾸민다고 방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

다. 아무튼,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주택청약에 가입해서 매달 돈을 저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

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워낙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서 대기

자가 아주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싼 민영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니 희망을 가져봐야겠다. 20대에는 

패션에만 관심이 많았던 내가 ‘내 집 장만’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나도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내년엔 전세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겠다. 

 

When the new year comes, I'll turn 32. I’ve been living alone in a studio apartment for twelve years, having 

moved away from my hometown to go to college and then on to work. Now that I'm past the age of 30, I 

see my friends getting married, one by one. Every time I visit their new apartments for housewarming 

parties, I desperately want to live in a place that has a living room with plenty of sunlight, just like theirs. 

People say that lately DIY kits for studio interiors are in fashion, but decorating my studio isn't going to 

make it any more spacious. In any case, from what my friends say, if I sign up for the government’s house 

purchasing plan and save money through it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ll become eligible to lease a 

house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leasing plan is highly competitive, since the down payment is much 

cheaper compared to that for private apartments. As I’m not financially capable now of leasing a private 

apartment, the government’s program looks like a good option. Seeing how someone who in her 20s was 

only interested in fashion now has more interest in owning her own house, I think I too am gradually 

becoming a more realistic person. It looks like saving enough to make the down payment on a lease will 

have to be my new year's resolution. 

 

이제 해가 바뀌면 32살이 된다.  

When the new year comes, I'll turn 32. 

 

고향을 떠나와 대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까지 타지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12년 째 원룸에서 자취를 하

고 있다.  

I’ve been living alone in a studio apartment for twelve years, having moved away from my hometown to go 

to college and then on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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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그들의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할 때면,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Now that I'm past the age of 30, I see my friends getting married, one by one. Every time I visit their new 

apartments for housewarming parties, I desperately want to live in a place that has a living room with plenty 

of sunlight, just like theirs. 

 

요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원룸 인테리어가 한창 유행이라고 하지만, 원룸을 꾸민다고 방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People say that lately DIY kits for studio interiors are in fashion, but decorating my studio isn't going to 

make it any more spacious. 

 

아무튼,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주택청약에 가입해서 매달 돈을 저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  

In any case, from what my friends say, if I sign up for the government’s house purchasing plan and save 

money through it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ll become eligible to lease a house provided by the 

government. 

 

국민임대주택은 워낙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서 대기자가 아주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싼 

민영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니 희망을 가져봐야겠다.  

The leasing plan is highly competitive, since the down payment is much cheaper compared to that for 

private apartments. As I’m not financially capable now of leasing a private apartment, the government’s 

program looks like a good option. 

 

20대에는 패션에만 관심이 많았던 내가 ‘내 집 장만’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나도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

어가는 것 같다.  

Seeing how someone who in her 20s was only interested in fashion now has more interest in owning her 

own house, I think I too am gradually becoming a more realistic person. 

 

내년엔 전세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겠다. 

It looks like saving enough to make the down payment on a lease will have to be my new year's re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