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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9 

<광고>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제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어깨

가 작고 초라해 보인다지만 제겐 오히려 점점 더 크고 대단해 보여요. 새해가 되었는데 서른 넘은 딸들이 

소위 백수로 지내고 있어 죄송해요.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것보다 불효가 있나 하는 생

각뿐입니다. 딸자식들이 서른 즈음엔 시집가서 쥐방울 만한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외쳐대길 기대하셨을텐

데요... 듬직한 사위들을 봤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겠죠. 지금 저

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움츠리고 준비하는 중이라는 거 아시죠? 아직 불안해 보이지만 제 미래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니 이 부분 만큼은 든든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정말 잘될 거고 결혼도 

잘 할테니 걱정 마세요. 이 세상에 아빠같이 멋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 의문이지만 정말 아빠처럼 마음이 따

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손주 크는 재미도 보시고 저희 효도도 받으

셔야 해요.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UN이 새로 적립한 기준으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앞으로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 2의 전성기를 맞으시길 바래요. 저는 항상 아빠 편

이자 열렬한 팬이예요! 멋진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To my beloved father, 

You’re the most important person to me, and I’m sorry that I haven’t been able to express my affection to 

you so often. People say that when you get older, the shoulders of your father look smaller and weaker; but, 

to me, they actually look bigger and stronger. The new year has come, but I’m afraid your two 30-something 

daughters are still unemployed and looking for jobs. Here are the daughters you’ve made so pretty and 

raised, and yet we’re not honoring you in return. You must’ve expected us to be married by now and hoped 

to hear cute little grandchildren calling out, “Grandpa!” You would’ve been very happy to have reliable sons-

in-law. The weight on your shoulders could’ve been a bit lighter. I’m sure you understand that I’m crouching 

lower now only to jump higher later. It may make me look unstable, but I’ll b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own future – so you can rest assured of that. I may be a little late, but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and I’ll get married just fine. I doubt there’s a man in this world as great as you, but I’d really like to 

meet one with a warm heart like you. You have to stay healthy long enough to enjoy seeing grandchildren 

grow up and both of us fulfilling our filial duty. Happy 60th birthday, Dad! According to new UN standards, 

people aged 18 to 65 are defined as young people. I hope you’ll be abl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with more passion than anyone else, going forward in your second round of youth. I’m always on your side 

as a huge fan. To my great dad, I respect and ado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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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빠께 

To my beloved father, 

 

아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제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You’re the most important person to me, and I’m sorry that I haven’t been able to express my affection to 

you so often.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어깨가 작고 초라해 보인다지만 제겐 오히려 점점 더 크고 대단해 보여요.  

People say that when you get older, the shoulders of your father look smaller and weaker; but, to me, they 

actually look bigger and stronger. 

 

새해가 되었는데 서른 넘은 딸들이 소위 백수로 지내고 있어 죄송해요.  

The new year has come, but I’m afraid your two 30-something daughters are still unemployed and looking 

for jobs.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것보다 불효가 있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Here are the daughters you’ve made so pretty and raised, and yet we’re not honoring you in return. 

 

딸자식들이 서른 즈음엔 시집가서 쥐방울 만한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외쳐대길 기대하셨을텐데요...  

You must’ve expected us to be married by now and hoped to hear cute little grandchildren calling out, 

“Grandpa!” 

 

듬직한 사위들을 봤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You would’ve been very happy to have reliable sons-in-law.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겠죠.  

The weight on your shoulders could’ve been a bit lighter. 

 

지금 저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움츠리고 준비하는 중이라는 거 아시죠?  

I’m sure you understand that I’m crouching lower now only to jump higher later. 

 

아직 불안해 보이지만 제 미래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니 이 부분 만큼은 든든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It may make me look unstable, but I’ll b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own future – so you can rest 

assured of that.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정말 잘될 거고 결혼도 잘 할테니 걱정 마세요.  

I may be a little late, but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and I’ll get married just fine. 

 

이 세상에 아빠같이 멋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 의문이지만 정말 아빠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

니다.  

I doubt there’s a man in this world as great as you, but I’d really like to meet one with a warm heart like you.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손주 크는 재미도 보시고 저희 효도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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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stay healthy long enough to enjoy seeing grandchildren grow up and both of us fulfilling our 

filial duty.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Happy 60th birthday, Dad! 

 

UN이 새로 적립한 기준으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According to new UN standards, people aged 18 to 65 are defined as young people. 

 

앞으로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 2의 전성기를 맞으시길 바래요.  

I hope you’ll be abl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with more passion than anyone else, going forward in 

your second round of youth. 

 

저는 항상 아빠 편이자 열렬한 팬이예요!  

I’m always on your side as a huge fan. 

 

멋진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To my great dad, I respect and adore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