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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12월 1일만 되면 도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한다. 어떻게 모두 성탄절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오너먼

트들로 꾸미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독교인도 아니고, 비종교인인 나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뭔가 

특별하다. 어딜 가든 캐롤이 흘러나오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안부 메시지들이 나의 크리스마

스를 행복하게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남자친구와 선물교환을 했다. 며칠을 고민하고 마침내 마음에 들

어 할 것 같은 선물을 주문했고, 포장도 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내가 받을 선물이 

뭐일지 궁금하기 보다, 내가 준 선물에 대한 남자친구의 반응이 더 궁금했다. 예상대로 엄청 마음에 들어 하

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기뻤다. 나는 드로잉북을 선물 받았는데, 내 어릴 적 장래희망이 “화가”였었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드로잉북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보니 행복했

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룸메이트 언니가 침대위에 내가 사고싶어 했던 미니램프랑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려

놨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였다. 이런 게 크리스마스의 의미

가 아닌가 생각해 봤다. 

 

When December comes, the Christmas spirit fills the city. I have no idea since when people have started to 

decorate with red and green ornaments during this season, and I’m not Christian either, but, even to unreligious 

me, Christmas is somewhat special. Christmas carols play everywhere I go, and the messages I receive from 

people close to me make me happy. This Christmas, too, I exchanged gifts with my boyfriend. I had 

contemplated what to buy for him for days, finally bought what I thought would be best for him and gift-

wrapped it. On the day we exchanged our gifts, I was more eager about how much my boyfriend would like 

my present, rather than about what my present from him would be. He looked very pleased with the gift I 

chose. Looking at him, I was happy, too. My boyfriend’s choice for me was a drawing book. He said he got 

the idea when I told him I had wanted to become a painter when I was young. He kept that in mind and 

bought me a drawing book for my Christmas gift. I was happy to see that the gifts represented our thoughts 

for each other. When I came home, my roommate placed a mini lamp and a Christmas card on my bed. I was 

happy to see the mini lamp that I had wanted. This Christmas gave me a chance to realize how much the 

people around me care about me. This is probably what makes Christmas very special, I thought to myself. 

 

12월 1일만 되면 도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한다.  

When December comes, the Christmas spirit fills the city. 

 

어떻게 모두 성탄절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오너먼트들로 꾸미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독교인

도 아니고, 비종교인인 나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뭔가 특별하다. 

I have no idea since when people have started to decorate with red and green ornaments during this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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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 not Christian either, but, even to unreligious me, Christmas is somewhat special. 

 

어딜 가든 캐롤이 흘러나오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안부 메시지들이 나의 크리스마스를 행복

하게 한다.  

Christmas carols play everywhere I go, and the messages I receive from people close to me make me happy.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남자친구와 선물교환을 했다.  

This Christmas, too, I exchanged gifts with my boyfriend. 

 

며칠을 고민하고 마침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 선물을 주문했고, 포장도 했다.  

I had contemplated what to buy for him for days, finally bought what I thought would be best for him and 

gift-wrapped it.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내가 받을 선물이 뭐일지 궁금하기 보다, 내가 준 선물에 대한 남

자친구의 반응이 더 궁금했다.  

On the day we exchanged our gifts, I was more eager about how much my boyfriend would like my present, 

rather than about what my present from him would be. 

 

예상대로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기뻤다.  

He looked very pleased with the gift I chose. Looking at him, I was happy, too. 

 

나는 드로잉북을 선물 받았는데, 내 어릴 적 장래희망이 “화가”였었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드로잉북을 준비

했다고 했다.  

My boyfriend’s choice for me was a drawing book. He said he got the idea when I told him I had wanted to 

become a painter when I was young. He kept that in mind and bought me a drawing book for my Christmas 

gift.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보니 행복했다.  

I was happy to see that the gifts represented our thoughts for each other. 

 

그리고 집에 왔는데 룸메이트 언니가 침대위에 내가 사고싶어 했던 미니램프랑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려놨

다.  

When I came home, my roommate placed a mini lamp and a Christmas card on my bed. I was happy to see 

the mini lamp that I had wanted.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였다.  

This Christmas gave me a chance to realize how much the people around me care about me. 

 

이런 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봤다. 

This is probably what makes Christmas very special, I thought to my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