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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다 건강과 탄력 있는 몸을 얻었다. 또 하나, 남자도 얻었다. 처

음엔 9살이나 연하라는 점 때문에 고민했지만,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다니”하는 생각이 들어 앞일은 따지

지 않고 그냥 즐기기로 했다. 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하루도 안 빠지고 함께 하고 있다. 둘 다 운동을 좋아해

서 같이 수영도 배우고 볼링도 치고 지루할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붙임성 있는 성격이라, 우리집

에 오면 어머니와도 스스럼없이 잘 지낸다. 하지만 행복감만 있는 건 아니다. 나도 과연 남친의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과연 남친 부모님이 나이 차이를 생각 안 하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많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둘째도 있는데, 나도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요즘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 흔

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나 혼자만 고민하면 무엇하리.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타

로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잘 맞는다며 추천해 줬다. 거기나 가 봐야겠다. 

  

I love exercising. So I work out at the gym, which keeps me healthy and in shape. Oh, and there’s one more 

thing I found there – a man. At first I was a bit hesitant because he was nine years younger than I am, but 

simply with the thought “Well, this too can happen in my life,” I decided to enjoy the situation without 

thinking too much. I started seeing him in the spring and we’ve spent everyday together since. We both love 

exercising, so we take swimming class together and go bowling. Not a day has felt boring since we’ve been 

in a relationship. He is very personable, so when he visits my house, he gets along very well with my mom. 

But it’s not just about the happiness that the relationship gives me. I worry about the following things: Will I 

be able to get along with his mom? Will it be possible for her not to think about our age difference? Most 

of my friends are married, and some even have two children already. It’s time for me to think about getting 

married. Cases of an older woman dating a younger man are more common than before now, but Korea is 

still a conservative society. But what’s the good in worrying about everything alone? I’m just beating my 

head against the wall. One of my close friends recommended a good Tarot card reader. I think I’ll try one.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I love exercising.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다 건강과 탄력 있는 몸을 얻었다.  

So I work out at the gym, which keeps me healthy and in shape. 

 

또 하나, 남자도 얻었다.  

Oh, and there’s one more thing I found there –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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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9살이나 연하라는 점 때문에 고민했지만,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다니”하는 생각이 들어 앞일은 따

지지 않고 그냥 즐기기로 했다.  

At first I was a bit hesitant because he was nine years younger than I am, but simply with the thought “Well, 

this too can happen in my life,” I decided to enjoy the situation without thinking too much. 

 

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하루도 안 빠지고 함께 하고 있다.  

I started seeing him in the spring and we’ve spent everyday together since.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수영도 배우고 볼링도 치고 지루할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We both love exercising, so we take swimming class together and go bowling. Not a day has felt boring 

since we’ve been in a relationship. 

 

붙임성 있는 성격이라, 우리집에 오면 어머니와도 스스럼없이 잘 지낸다.  

He is very personable, so when he visits my house, he gets along very well with my mom. 

 

하지만 행복감만 있는 건 아니다.  

But it’s not just about the happiness that the relationship gives me. 

 

나도 과연 남친의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과연 남친 부모님이 나이 차이를 생각 안 하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많다.  

I worry about the following things: Will I be able to get along with his mom? Will it be possible for her not 

to think about our age difference?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둘째도 있는데, 나도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Most of my friends are married, and some even have two children already. It’s time for me to think about 

getting married. 

 

요즘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Cases of an older woman dating a younger man are more common than before now, but Korea is still a 

conservative society. 

 

나 혼자만 고민하면 무엇하리.  

But what’s the good in worrying about everything alone? I’m just beating my head against the wall.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타로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잘 맞는다며 추천해 줬다. 거기나 가 봐야겠다. 

One of my close friends recommended a good Tarot card reader. I think I’ll try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