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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beat

August 3

Today, Sarah, the girl I like, saw me playing soccer 

with my shirt off and said something about how 

skinny I am. 

I never minded my nickname before, but now I do. 
mind

My friends call me "heartbeat" because they say 

they could actually see my heart beating in my 

chest. 

I've always been skinny. Everyone assumes I'm 

weak despite the fact that I'm a good athlete. 
동 격 . .

• despite = in spite of = for all = with all = 

notwithstanding

It shocked me when Sarah called me "heartbeat." 

I acted as if I didn't care, but silently I decided to 

change my body. 

• in fact, I cared.

I can't stay  this way forever! I'll do everything 
이대로 있다

within my power to get bigger.
힘 닿는 데까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심장박동

8월 3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 Sarah가 셔츠를 벗

고 축구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말랐다
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나의 별명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쓰인다. 

친구들은 내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나를 ‘심장 박동’ 이라고 부른다. 

나는 항상 말랐었다.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라는 사

실에도 불구하고 모든이들은 나를 약할 것이라 생
각한다. 

Sarah가 나를 ‘심장 박동’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는 마치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
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내 몸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영원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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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I am very frustrated! All summer, I've been doing 
절 망 스 런

countless push-ups and lifting weights until I can't 
셀 수 없을 정도로 팔 굽히기 역 기 를 들 었 다

bend my arms. 

I've had protein shakes, egg whites and cheese. 
단백질 보충제 d r i n k . . .

I've been forcing myself to eat as much as three 
자 그 만 치

heavy men, but nothing is working. 

I weigh myself constantly, and I'm still not gaining 
채중을 재다 체중이 늘지 않다

weight.

October 29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day! It's amazing! 
a m a z e d ( X )

My problems are finally over! Sarah said the magic 
해결되었다

words: "Have you been working out, Dave? You 
look bigger." 

I went home and looked in the mirror. I did look 
강조 . .

bigger! Then I realized the reason.
깨 달 았 다

I was wearing two T-shirts. It was just an illusion, but 
착 각 . .

that doesn't matter! I've come across the simplest 
중 요 하 다 . . 우 연 히 ~ 하 다

solution to looking bigger. I feel like I've been born 
again.

9월12일

나는 너무 절망스럽다! 여름 내내, 내가 팔을 굽힐 
수 없을 때 까지 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팔 굽

혀 펴기와 역기 들기를 했다. 

단백질 보충제, 계란 흰자 그리고 치즈를 먹었다. 

나는 3명의 육중한 몸집의 남자들이 먹는 것만큼을 

억지로 먹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체중을 재고 있지만, 여전히 체중이 
늘지 않는다.

10월 29일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놀랍다! 

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Sarah가 “Dave, 

너 요즘 운동하니? 체격이 커진 것 같아.”라는 마법

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했다. 

나는 집으로 와서 거울을 보았다. 나는 정말 몸집이 
더 커진 것 같았다. 그 때 나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두 장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착각에 불과했지만, 상관없다! 몸집이 더 크게 보이

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을 우연히 찾은 것이다.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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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I went to school wearing two T-shirts under my 
분 사 구 문

sweater today. I felt solid and confident.
첵격이 올찬 자 신 감 이 드 는

November 4

Today, I wore three T-shirts under my shirt. I looked 

bigger, and it made me happy.
happily(X)

November 8

Today, I wore five T-shirts. I could tell  /  my 
구별하다

classmates looked at me differently. 

Sarah gave me a look I've never seen before, as if 
바라보았다 시 선

she felt safer around me.
내 주변에 있으면

• if fact, she didn’t feel safer around me.

10월 30일

오늘 스웨터 안에 두 장의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

다. 나는 건장한 느낌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다.

11월 4일  
오늘, 나는 셔츠 안에 티셔츠 3장을 입었다. 내 몸

집은 더 커보였고,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11월 8일
오늘, 나는 다섯 장의 티셔츠를 입었다. 나는 내 반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내 주변에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 

Sarah는 내가 전에 결코 본적이 없었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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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5

Tonight was the worst night ever! I went to a party at 
지금까지

a friend's house. It's winter, but I stayed outside 

because it was too hot inside. Being inside the 

house felt like being in a sauna, but Sarah was in 

the living room, so I headed that way. 

We were talking and she noticed that I was 

sweating. She probably thought I was nervous 

talking to her and thought it was sweet. In reality, I 

was about to pass out / because I was wearing 

four T-shirts and two long shirts under my wool 

sweater! 

• pass out: 기절하다

She touched my arm and asked me how many 

layers I was wearing. I made some excuse and left 

the room in a hurry. "Abandon ship, abandon 

ship!" I told myself. I ran to the bathroom. My arms 

were heavy as I pulled off the shirts; just lifting 

them exhausted me. I had to stop and rest. 

I slowly took off all the shirts and hid them in the 

closet. I put my sweater back on without anything 

under it. Relieved of the weight of all those layers / 
선 행 사

I’d been wearing, I felt light and free again. I 

suddenly realized what I really looked like at the 

party -- a sad ball of clothing.

• what - like = how

12월 5일

오늘 밤은 정말 최악의 밤이었다. 나는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 겨울이지만, 나는 실내가 너무 
더워서 밖에 있었다. 집안에 있는 것은 사우나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Sarah는 거실에 있어서, 
나는 그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Sarah는 내가 땀을 흘

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그녀
와 이야기하면서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귀엽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실, 나는 모직 

스웨터 밑에 긴팔 셔츠 두 장과 티셔츠 네 장을 입

고 있어서 금방이라고 기절할 것 같았다. 

그녀가 나의 팔을 만지고 나에게 내가 몇 겹이나 입

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방에서 

나왔다. “퇴선하라, 퇴선하라!”하고 나는 나 자신에

게 말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셔츠를 벗을 
때 팔이 무거웠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쳤다. 나는 멈추고 쉬어야 했다. 

나는 천천히 모든 셔츠를 벗고 그것들을 장롱 안에 

숨겼다. 나는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시 스웨터
를 걸쳤다. 입고 있던 여러 겹의 모든 옷의 무게를 

다 덜어내니 다시 가볍고 홀가분하게 느껴졌다. 갑

자기 내가 파티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깨

달았다 – 애석한 옷 뭉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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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6

Oops! I just realized that I left  my clothes back at 
두고왔다

the party last night. That's okay, because my days of 

wearing extra layers are finally over. 
추 가 로 몇 겹 씩

If Sarah had fallen in love with the "bigger" me, she 

wouldn't like me anymore as soon as she found out 

I was faking it . 
속 이 다 . . the "bigger" me

Besides, winter isn't going to last forever, and I can't 
지속되다

wear as many layers in the spring. 

• besides = in addition = what’s more = moreover = 
furthermore

• as many: 그 많큼이나 많이

I'd look like a sheep with its wool shaved off. From 
부대상황 이 제 부 터

now on, I am going to just be the real me.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December 12

Okay, so I'm really skinny. So what? That doesn't 

make me upset. It's just the way I was born. 
선 행 사

There's another party tonight, and my friends will 

pick me up. 

I don't know what to  wear, so I've laid  four 
w h a t I should 펼쳐 놓았다

different shirts out on the bed. 

I still haven't decided on one. Hmm. It's snowing 
i t ( X )

again. Maybe I'll wear all of them — just for today.

12월 6일

이런! 내가 어젯밤 파티에 옷들을 두고 왔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추가로 몇 겹씩 

껴  입던 시절은 마침내 끝났기 때문이다. 

만약 Sarah가 “더 커 보이는” 내가 좋았더라면, 내

가 속였다는 것을 알자마자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겨울이 영원히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고, 

봄에는 여러 겹의 옷을 껴입을 수 없다. 

나는 마치 털이 깎인 양처럼 보일 것이다. 이제부

터, 나는 진짜 내가 될 것이다.

12월 12일
그래, 나는 정말 말랐다. 그래서 뭐? 그 사실 때문

에 기분이 상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
난 것이다. 오늘밤 또 다른 파티가 있어서, 친구들

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침대 위에 네 장의 서로 
다른 셔츠를 펼쳐 놓았다. 

아직 하나를 고르지 못했다. 음. 다시 눈이 내리고 

있다. 어쩌면 나는 저 옷들을 다 입을지도 모르겠

다  – 딱 오늘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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