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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달이다. 나는 한 달 뒤에 서른살이 된다. 주변에서는 20대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기분

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별 느낌이 없다. 나는 아직 30살이 될 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10대에서 

20대가 될 때도, 그저 다른 나이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30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 그때와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10년 전보단 그림이 명확하

게 그려진다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10년 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되었기 때문

이다. 나의 20대는 아주 활기차고 다채로웠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서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쌓여온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 30대라는 나이에 맞게 내 30대의 나날을 의미있게 살

아가고 싶다.   

 

It’s the last month of 2017. In a month, I turn 30. People ask me what it feels like to go through the final stage 

of my 20s, but I don’t have any special feelings. I think I lack maturity and I don’t think I act like someone who 

is 30. When I became 20 years old, I thought that I would be the same but just with a different number for 

my age. But being one month away from becoming 30, there’s one difference. Compared to ten years ago, I 

have a clearer picture about how I want to live my life. That’s because I know more now than I did 10 years 

ago. I know what makes me happy and what I am good at. My 20s were very lively and diverse but a bit 

difficult too, because I wasn’t sure who I was. I really appreciate the time that made me who I am today. I 

would like to live a meaningful life that mirrors my age.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달이다.  

It’s the last month of 2017. 

 

나는 한 달 뒤에 서른살이 된다.  

In a month, I turn 30. 

 

주변에서는 20대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별 느낌이 없다.  

People ask me what it feels like to go through the final stage of my 20s, but I don’t have any special feelings. 

 

나는 아직 30살이 될 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I think I lack maturity, and I don’t think I act like someone who is 30. 

 

10대에서 20대가 될 때도, 그저 다른 나이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When I became 20 years old, I thought that I would be the same but just with a different number for m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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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0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 그때와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But being one month away from becoming 30, there’s one difference.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10년 전보단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진다는 것이다.  

Compared to ten years ago, I have a clearer picture about how I want to live my life.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10년 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I know more now than I did 10 years ago. I know what makes me happy and what I am good 

at. 

 

나의 20대는 아주 활기차고 다채로웠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서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다.  

My 20s were very lively and diverse but a bit difficult too, because I wasn’t sure who I was.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쌓여온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  

I really appreciate the time that made me who I am today. 

 

30대라는 나이에 맞게 내 30대의 나날을 의미있게 살아가고 싶다.   

I would like to live a meaningful life that mirrors my 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