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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utside the Smart Box

A couple of weeks ago, my smartphone broke, and I 

had to go to a service center to get it fixed. When the 

repair person said / it would take ten days to fix, I 

became very nervous. I couldn’t imagine going back 

to life without  a smartphone! 
if it were not for

• without N,  S +would / would have pp =  If it were not 

for N, If it had not been for N

It’s something I use constantly every day. But then I 
끊 임 없 이

came up with an idea: Why not treat this as an 

experiment? Here’s my report on what I did .
일반타동사

Title of the experiment: Ten Days Without a 

Smartphone

Purpose: To find out how not having a smartphone 

would affect my life

Procedure: This is really simple. I just won’t use a 

smartphone for ten days, and I’ll keep notes about 
w r i t e

the results every couple of days.

• every other day, every second day, every couple of 
days 이틀에 한 번

• every + 단수명사: 모든 / every + 복수명사(단위) : ~마다

똑똑한 상자 밖에서 살기

몇 주 전에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나는 그것을 고치

러 수리점에 가야만 했다. 기사님이 그것을 고치는 

데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매우 

걱정되기 시작했다.스마트폰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 내가 매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을 

실험으로 삼아 보면 어떨까? 여기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실험 제목: 스마트폰 없는 10일

목적: 스마트폰이 없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제목추론, 영작 예상)

절차: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열흘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이틀 정도에 한 번씩 기록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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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Day 1

It’s hard to get used to life without a smartphone. 

For one thing, it’s boring to sit on the subway with 
b o r e d ( X )

nothing to do, and of course, it’s inconvenient that I 

can’t contact my friends whenever I want to.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사람주어)

I can’t call or text them or check their social 

networking pages. I wonder what they’ve been 
wander (X ) that (X)

doing. I also feel disorganized. My whole schedule is 
d i s o r g a n z i n g ( X )

in my smartphone. 

Usually, I use an application that lets me know what 
앱 . . . . . . . . . to know (X) that (X)

I have to do at a certain time. Now I’m afraid that I 

might forget to do something important or not get it 

done on time.
in (X)

• forget/ regret/ remember + ing(과거)/ to do(미래)

결과:

1일 차

스마트폰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가 어렵다. 첫째, 

할 일 없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하고, 물

론 내가 원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것

도 불편하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그

들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나는 또한 정

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모든 일정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다. 보통, 나는 특

정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앱을 사용

한다. 지금 나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잊거나 그것

을 제때에 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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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I was starting to feel better about not having a 

smartphone until I got lost earlier today. I’d made 

plans with a friend to meet at a restaurant / I’d 

never been to before. 

She’d given me directions on how to get there, but I 

couldn’t find it. I felt frustrated and powerless 
d e f e a t e d . . . . h e l p l e s s (무력감 )

because I couldn’t locate it on a map on my 

smartphone.

• how to get there = how I should  get there

I couldn’t even call  my friend to tell her that I was 
전화하다 결과

lost and was going to be late. I had to find out how 

to get there myself. 

• how to get there myself = how I should get there myself

I asked a few people passing by and finally found 

the restaurant. I felt really tired, but I was also proud 
tiring(X)

of myself.

• few: 형용사(약간의) + 복수명사 , 대명사(소수) 
• little: 형용사(작은), 형용사(거의 없는) + 불가산명사(거의 없는), 부사(거
의~ 않다)

3일 차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었는

데, 오늘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식당에서 친구와 만날 약속을 했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 줬지만 나

는 그 식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곳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좌

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심지어 친구에게 전화해 길을 잃어서 늦을 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결국 그 식당

을 찾았다. 정말 피곤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자랑

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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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I feel okay without my smartphone now. I’ve realized 

that not having a smartphone has certain 

advantages. 
b e n e fi t ( 이 점 )

For example, I’m not distracted by it at school, so I 
inattentive(정신팔린)

can concentrate better. When we have time for 

studying by ourselves, most of us constantly check 
c e a s e l e s s l y

our smartphones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our 

work. However, I don’t do that anymore.

• no = not - any: no anymore = not - any more / no longer 

= not - any long

Day 7

I’m starting to feel positive changes in my life. I’ve 

found ways to overcome the inconveniences of not 

having a smartphone: I read a book or the 

newspaper on the subway, check my email once a 

day on my home computer,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other good thing about not having a smartphone 

is that I’m not interrupted by it when I’m talking 

with my friends. I feel like I’m paying more 

attention to them. Before, I was always checking 

my smartphone every few minutes when I was out, 

but now the person I’m with has my full attention.

5일 차

나는 지금 스마트폰 없이도 괜찮다. 스마트폰이 없

는 것에도 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리지 않

아서 잘 집중할 수 있다. 자율 학습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마트폰

을 확인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7일 차

나는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

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의 불편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해 냈다. 나는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

을 보고, 메일은 하루에 한 번 집에 있는 컴퓨터로 

확인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친

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친구들에게 더욱 집중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전에는 밖에 있을 때 몇 

분마다 나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이제 나와 함

께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관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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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0

Finally, it’s day 10! I’m happy that  I’m going to get 
감정의 원인

my smartphone back today, but I would be all right 

not having it for a while longer. 

• if I didn’t have it for a while longer.

I have gotten used to feeling free; without my 
f e e l ( X )

smartphone people can’t contact me all the time. It 

was nice to  have that peace and quiet. I’ve enjoyed 
진주어

doing more reading and spending quality time with 
to do (X)

friends and family.

Conclusion and reflection: My goal wasn’t to give 
반 성 . . . .

up my smartphone completely. Although I’ve gotten 
a l t o g e t h e r D e s p i t e ( X )

used to not having it and have enjoyed the 

positive changes its  absence brought to my life, I 
their (X)

know how convenient it is to have a smartphone. 
c o n v e n i e n t l y ( X )

It has its place in my life, and I’ll still use it every 

day to keep in touch with people, organize my 

schedule, and find directions when I’m lost. 

However, that doesn’t mean / I’m going to depend 

on it for everything. I’ve learn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can do without a smartphone. 

In addition, I won’t overuse my smartphone or allow 
남 용 하 다 . .

it to distract me from my studies or conversations 

with family and friends the way it used to. In 

conclusion, I’ve learned to be smart about the way I 

use my smartphone.

10일 차

마침내 10일 차이다.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만 더 오래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텐데.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익숙해졌다. 나의 스마트

폰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와 항상 연락할 수가 없다. 

그러한 평화와 고요를 갖는 것은 좋았다. 나는 더 많

은 독서를 하게 되었고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소중

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결과와 반성: 나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포기

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나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데 익숙해졌고 그것의 부재가 나의 삶에 가져온 긍

정적인 변화를 즐겼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얼마

나 편리한지 안다. 

그것은 나의 삶 한쪽에 자리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

과 연락을 하고 일정을 정리하고 길을 잃었을 때 길

을 찾기 위해 여전히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스마트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스마트폰을 과용하거나 그것이 공부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방해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결과적으로, 나는 똑똑하게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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