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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지 1년이 되었다. 한국 구직시장

이 얼어붙어 있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며 사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랑도 잃어서 

한동안은 구직생활만 하면서 조용히 지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지원하는 곳마다 낙방이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

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수출 상담회에서 통역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새로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고, 2017년 버킷리스트도 작성했다. 나는 앞

으로 책을 출간하고, 기타를 배우며, 스케이트보드를 탈 것이다. 앞으로 여러 도전을 하며 내 삶을 즐기고 

싶다. '인생의 선택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오랜 고민 후 나온 선택이라면 정답이지 않을까? 

내가 걸어 갈 길이 정말 기대된다.  

 

It’s been a year since I came back from the government’s overseas internship program in Singapore. Korea’s 

job market has been frozen. But it was not easy to work and live in a foreign country. After finishing the 

program, I also lost love. I decided to lay low for a while, just applying for work. But my applications were all 

turned down, maybe because I wasn’t well-prepared. In these hard times, I had the chance to face myself 

and realize that I was probably wasting my valuable time. So I mustered up some courage, challenged myself 

with something new, and got an interpreting job at an export fair. Meeting a variety of buyers from overseas, 

I found reasons to liven myself up. I started meeting friends again and made my resolutions for 2017: I will 

publish my own book and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and ride a skateboard. Going forward, I’d like to have 

a series of challenges and enjoy my life. People say, “There are no right or wrong choices in life.” But 

wouldn’t a choice be right if it comes out of long deliberation? I can’t wait to see the path I’m going to take 

in my future.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지 1년이 되었다.  

It’s been a year since I came back from the government’s overseas internship program in Singapore. 

 

한국 구직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며 사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Korea’s job market has been frozen. But it was not easy to work and live in a foreign country.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랑도 잃어서 한동안은 구직생활만 하면서 조용히 지냈다.  

After finishing the program, I also lost love. I decided to lay low for a while, just applying for work.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지원하는 곳마다 낙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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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my applications were all turned down, maybe because I wasn’t well-prepared.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In these hard times, I had the chance to face myself and realize that I was probably wasting my valuable 

time.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수출 상담회에서 통역업무를 맡게 되었다.  

So I mustered up some courage, challenged myself with something new, and got an interpreting job at an 

export fair.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새로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  

Meeting a variety of buyers from overseas, I found reasons to liven myself up. 

 

그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고, 2017년 버킷리스트도 작성했다.  

I started meeting friends again and made my resolutions for 2017: 

 

나는 앞으로 책을 출간하고, 기타를 배우며, 스케이트보드를 탈 것이다.  

I will publish my own book and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and ride a skateboard. 

 

앞으로 여러 도전을 하며 내 삶을 즐기고 싶다.  

Going forward, I’d like to have a series of challenges and enjoy my life. 

 

'인생의 선택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다.  

People say, “There are no right or wrong choices in life.” 

 

그렇지만 오랜 고민 후 나온 선택이라면 정답이지 않을까?  

But wouldn’t a choice be right if it comes out of long deliberation? 

 

내가 걸어 갈 길이 정말 기대된다.  

I can’t wait to see the path I’m going to take in my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