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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3 

<광고> 

 

 

오랜만에 대학 동기가 집에 놀러와서 수다를 떨었다. 벌써 대학에 다닌 지 4년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때와는 많이 다르다. 전공수업, 교양수업을 들었고, 많은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여행도 다니고, 연애

도 몇 번 했다. 우리의 대화 주제도 많이 변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대화의 주된 주제였다. 친구는 영화감독을 꿈꾼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영상 프

로젝트를 기획한다면서 새로운 영상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친구

의 모습이 20살 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고민했다. 나는 아직 세 가지 중에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해야만 하는 

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나이에 맞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4년 뒤에는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One of my classmates visited m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we chatted a lot. It’s been four years 

already since we became university students. We’re so different now from when we were 20. At that age we 

didn’t know anything. Over these years, we’ve taken many courses – mandatory and elective, worked in a lot 

of part-time jobs, traveled around, and fell in and out of love. I was able to see that the topics of our 

conversations became so different, too. We’ve been talking mainly about what we’re going to do after 

graduation. My friend dreams of becoming a movie director. She said she’s working on planning film projects 

with those who have the same goals, and she told me about her new screenplays. She looks different now 

that she is working hard to achieve her goals compared to when she was 20. For the past four years, we 

thought a lot about what we want to do, what we can do, and what we should do. Out of these three, I’m 

still interested in what I want to do; but, increasingly, I’m starting to think more about what I should do. 

Looking at my evolved way of thinking, I realize that I’m maturing to fit my age. I wonder what kind of a 

dialogue I’ll be having with my friend four years from now. 

 

오랜만에 대학 동기가 집에 놀러와서 수다를 떨었다.  

One of my classmates visited m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we chatted a lot. 

 

벌써 대학에 다닌 지 4년이다.  

It’s been four years already since we became university students.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때와는 많이 다르다.  

We’re so different now from when we were 20. At that age we didn’t know anything. 

 



www.practicus.co.kr         © ㈜프랙티쿠스 

전공수업, 교양수업을 들었고, 많은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몇 번 했다.  

Over these years, we’ve taken many courses – mandatory and elective, worked in a lot of part-time jobs, 

traveled around, and fell in and out of love. 

 

우리의 대화 주제도 많이 변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I was able to see that the topics of our conversations became so different, too.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대화의 주된 주제였다.  

We’ve been talking mainly about what we’re going to do after graduation. 

 

친구는 영화감독을 꿈꾼다.  

My friend dreams of becoming a movie director.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영상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서 새로운 영상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She said she’s working on planning film projects with those who have the same goals, and she told me 

about her new screenplays.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친구의 모습이 20살 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  

She looks different now that she is working hard to achieve her goals compared to when she was 20.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고민했다.  

For the past four years, we thought a lot about what we want to do, what we can do, and what we should 

do. 

 

나는 아직 세 가지 중에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해야만 하는 일”의 비

중이 커지고 있다.  

Out of these three, I’m still interested in what I want to do; but, increasingly, I’m starting to think more about 

what I should do.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나이에 맞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Looking at my evolved way of thinking, I realize that I’m maturing to fit my age. 

 

4년 뒤에는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I wonder what kind of a dialogue I’ll be having with my friend four years from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