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다타임     💭  
7.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선현우:   안녕하세요.   Talk   To   Me   In   Korean의   선현우입니다.  

최경은:   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선현우:   경은   씨,   안녕하세요.  

최경은:   안녕하세요.  

선현우:   우리가   음…   인생을   (네.)   꽤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참고로   경은   씨랑   저는   동갑이고   (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네.)   경은   씨가   한   3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최경은:   네,   그렇죠.  

선현우:   네,   굳이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40년   정도를   살아   보니까...  

최경은:   너무   이상하네요.   (왜요?)   “40년   정도를   살아보니까”라고   하니까   (네.)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40년   정도  
살았잖아요.)   네.  

선현우:   그래서   인생을   절반   정도   가깝게   살았는데.   (네.)   그래서   안전하게   뭐,   충분히   뭐,   “나이가   적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한데...   “저   나이   많아요”   그러면   더   나이   많은   50대,   60대인  
사람들이   “아직   젊잖아요”라고   하고   “저   아직   젊어요”   그러면   30대,   20대가   “어우,   아줌마,   아저씨!”라고  
말할   거예요.  

최경은:   맞아요.   근데   나이는   상대적인   거   같아요.  

선현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최경은:   그렇죠.  

선현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경은: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그런   생각   드는   거   같아요.  

선현우:   그냥   매일매일?   (뭐,   그냥...)   24시간?  

최경은:   아,   24시간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얼굴을   보니   (네.)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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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아,   내가   기억하는   (네.)   10년   전   모습과   다르다?  

최경은:   ‘예전   영상과   비교했을   때   (네.)   너무   다른   거   같다’라고   느낄   때   많고요.   (네.)   몸의   회복이   좀   느린   거   같아요.  
(아,   그건   확실히   그래요.)   그렇죠?   (네.)   약간   손가락이   뭐…   다쳐서   피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아무는   정도가  
엄청   느려진   거   같아요.  

선현우:   네,   네.   회복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매일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분명히   좀   더   피곤하고...   

최경은:   음,   맞아요.   

선현우: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인데   스트레칭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뭔가...   ‘나   이제  
워밍업이   다   됐다!’라고   (네,   네.)   할   때까지   예전에는   뭐...   3분,   4분이면   됐는데   (맞아요.)   이제는   진짜   20분.  

최경은: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약간...   서른아홉   정도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의   1년에...   너무너무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쪼금쪼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선현우:   네,   네,   네.   그런...   아프기   때문에,   아니면   음…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맞아요.)   그런데   좋은   점들도   많아요.   

최경은:   아,   물론   그렇죠.   

선현우:   네.   예전에   20대   때는   정말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다면   (네,   네,  
네.)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   없고.   다   어차피   다   충분히   어른이   됐으니까   (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도   되고.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주로  
만나는   거   같은데.  

최경은:   저도   사실은   “20대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이   더  
좋아요.  

선현우:   20대를   충분히   겪어   봤으니까.   (네,   맞아요.)   네.   

최경은:   근데   진짜   최근에   나이가   들었다고   확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선현우:   아,   언제요?  

최경은: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군인   아저씨들이   보이잖아요.   (네.)   군인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휴가   나온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30대   때,   (네.)   30대   초반에   ‘아,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그때였거든요.   군인들이   더   이상   군인   아저씨가   아닌,   되게   어린   학생들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선현우:   애기(Standard:   아기)들처럼   느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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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은:   ‘어우,   애기(Standard:   아기)네!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30대   초반에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40대  
초반이   되고   나서   합정에   있는   그런   음식점에서   (네.)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딱  
아저씨   같은   옷차림을   한   직장인들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한   세   명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제  
앞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아저씨처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를...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현우:   아,   뭐...   대화를   들어   보니까?  

최경은:   네,   대화를,   아니,   그냥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깐.   (아,   네.)   옷차림은   뭐,    옛날에   제가   생각한   아저씨  
스타일이긴한데.   (네.)   아저씨   직장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다   저보다   젊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렇죠.)   ‘한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보다   어리구나!’라는  
(그럴   때...)   생각이   들었어요.  

선현우:   확실히   느껴지죠.   저는   또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쇼핑몰   같은   데   가입할   때.   새로   가입하는   곳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꼭   나이를   물어보는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였지?   아무튼   최근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   나이   앞에   ‘4’가   붙었을   때,   연령대를   고르라고   하면서   (연령대를   고르라고  
해요?)   그런,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어떤   추천을   해주기   위한,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위해서   (네,   네.)  
만들어진   거였었는데,   40대를   고르는데   정말   10대부터   이렇게   60대   이상만   있고.   1,   2,   3,   4,   5.   

최경은:   60대도   있었어요?  

선현우:   있었어요.   1,   2,   3,   4,   막...   70대,   80대는   없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거기에   꽤  
하단에   있는   거를   고를   때   (네.)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건강은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네.)   운동하고   술   너무   많이   안   마시고,   (네.)   경은   씨처럼   많이   마시지   않고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니까   아직은   좋은   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가끔씩   ‘와,   내가   만약   80대까지  
산다면   절반이나   살았구나.   나머지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최경은:   근데   이제는   뭐,   100세   시대니까.  

선현우:   아,   그러면,   그래도…  

최경은:   아직   좀   남았어요.   10년   정도   남았어요.  

선현우:   아,   그러면   앞으로   60년   남은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40%   온   거네요.  

최경은:   네.   저희가   50살(Standard:   쉰   살)이   되면   딱   반백   년   살았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선현우:   반백   살.   (반백   살.)   네,   네.   반백   살이랑   뭐,   “반   오십   살”   이런   거.   (맞아요.)   약간...   더   예전에는   큰   의미를  
가졌던   숫자들의   반을   이야기하는데,   (네,   네.)   “반   오십   살”은   뭐,   젊죠.   

최경은:   네,   저희   아직   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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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네.   우리는   반백   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경은:   아,   뭔가   점점   슬퍼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선현우:   알겠습니다.   ‘이럴   때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최경은: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선현우:   안녕히   계세요.  

 
 
 

주요   단어   및   표현    💭  
 

 

애매하다   to   be   vague   

상대적이다   to   be   relative   

아물다   to   heal   

원치   않는   unwanted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to   walk   around   the   streets   

군인   soldier   

나이   들다   to   get   old,   to   be   old   

직장인   company   employee   

연령대   age   range,   age   group   

기분이   묘하다   to   feel   strange   

100세   시대   the   centenarian   age  

반백   살   50   years   old   

마무리하다   to   wrap   up,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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