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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t Heart!

Have you ever imagined yourself in your sixties? You 

might picture gray-haired, wrinkle-faced seniors baby-
주 름 진 노 인 들

sitting grandchildren or walking dogs in the park. 

However, more and more elderly people refuse to 

lead a typical, relaxing life when they retire. 
전 형 적 인 느 긋 한

Instead, they choose to challenge themselves to 
도 전 하 다

reach their full potential both mentally and 
잠 재 력

physically, and are involved in their communities as 

actively as young people. Here are three stories 

about the "Shiny Sliver" generation. Their amazing 
세 대

passion will encourage you to change your biases 

against old people.

Never Too Late to Dance!

"When I do ballet, I feel like a young woman!"

Wearing a close-fitting ballet suit and light colored 
몸 매 가 들 어 나 는 연 한

ballet shoes, Lee Poh Ying warms up in front of the 
준비동작을 하다

glass-wall of the dancing room. Lee is not a typical 

young ballet student. She is a Singaporean woman 

in her late sixties, trying to stay fit  and active in a 
건강한

quickly aging society. 
노 령 화 사 회 에 서

Learning ballet was Lee's lifelong dream, but it took 

her decades before she finally had the time to 

achieve it. In her retirement, she dances with other 

adult students at a community center every Sunday 

morning. She enjoys it very much, "I like ballet a lot. 

It makes me extremely happy. I will continue 

dancing until I cannot dance any longer."

마음은 청춘!

60대가 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거나,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노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은퇴한 

뒤의 전형적이고 느긋한 삶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

며, 젊은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

고 있다. 여기 ‘빛나는 실버’ 세대에 관한 세 가지 이

야기가 있다. 그들의 놀라운 열정이 노인들에 관한 

당신의 편견을 바뀌도록 해 줄 것이다.

춤추기에 늦은 사람은 없다!

“발레를 할 때, 젊은 여성이 된 것 같아요!”

 몸매가 드러나는 발레 복장과 연한 핑크색의 발레 슈

즈를 신고서, Lee Poh Ying은 유리로 둘러싸인 무용

실의 앞에서 준비 동작을 한다. Lee는 발레를 배우는 

일반적인 어린 학생이 아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의 

싱가포르 여성으로, 빠른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을 유

지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레를 배우는 것은 Lee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마

침내 그 꿈을 이룰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그녀는 은퇴를 한 뒤, 다른 성인 학생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아침 지역 센터에서 춤을 춘다. 

그녀는 ‘발레가 정말 좋아요.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줘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출 거

예요.’라고 하며 발레를 매우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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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3. Lee and a group of elderly women 

approached Yu Shu Huai, a ballet teacher, and 
다 가 섰 다

asked if he could help them learn ballet. He agreed 

and started classes with six students. Now he has 

more than 40 students. Yu knew / learning ballet 

would not be easy for elderly women because they 

had to deal with health problems and fear of failure. 
해결하다

To cater to this group, he came up with dance 
맞 추 다 구 상 했 다

moves that allow mature students to enjo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allet without causing any 
독 득 한

physical harm. Ballet definitely gives benefits to 

these seniors even though their age sometimes 

limits them from dancing perfectly.
제 한 하 다

Most of them say their bodies are more flexible and 
유 연 한

stronger after starting the classes. They also feel 

more confident and younger than ever before. One 

student said, "Ballet is not just one of my many free 

time activities. It's the one that allowed me to 

achieve my lifelong wish. I now feel like I can do 

anything!"

번역

2003년, Lee와 한 그룹의 나이 든 여성들이 발레 

강사인 Yu Shu Huai에게 다가서서, 발레를 배우

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동의했

고, 6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40명이 넘는 학생이 있다. Yu는 건강 문제나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여성들이 발레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았다. 

이 그룹에 맞추기 위해 그는 원숙한 학생들이 신체

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발레만의 독특한 

특징을 즐길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상했다. 비록 그

들의 나이가 종종 그들이 완벽하게 춤을 추는 것을 

제한하긴 하지만 발레는 분명히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들 대부분이 발레를 시작하고 난 뒤 그들의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강해졌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향상되고 젊어졌다고 

느끼고 있다. 한 학생은 “발레는 단순히 여러 여가 

활동 중 하나가 아니에요. 내 일생의 희망을 이루도

록 해 준 활동이에요. 지금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

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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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Worry! Just Keep Running!

"If someone says I must stop running I ignore them - 
무 시 하 다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younger than me!” Do 
예 외 없 이

you know the age of the oldest person to run and 

finish a marathon? You might guess sixty or seventy. 

Surprisingly, the answer is at least 100 years old. In 
최 소

2011, Fauja Singh from London became the first 

centenarian to complete a marathon. 
1 0 0 세 완 주 하 다

Singh finished the Toronto Waterfront Marathon in 8 

hours. 25 minutes and 17 seconds. This was his 

eighth marathon but it will not be his last. Singh is 
마지막

well known among marathon runners. He already 

holds the title for the fastest marathoner aged 90 or 
보 유 하 다

over. 

He achieved this in 2003 at the age of 92. He also 

broke the world record for runners older than 100 in 

eight different distances ranging from 100 meters to 

5,000 meters. This quick-footed centenarian has 

continued to surprise the world.
놀 라 게 하 다

Despite being born on April 1, 1911, his 

achievements are no April Fool's joke. Singh is truly 
만우절의 농 담

a healthy 100-year-old grandfather. He started 

running when he was 89, to overcome great sadness 

after his wife and son died.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달리세요!

“만약 누군가 내가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그

들을 무시합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나보다 

어리거든요!” 마라톤을 완주한 가장 나이가 많은 사

람의 나이를 알고 있는가? 아마 60대 또는 70대라

고 생각할 것이다. 놀랍게도 정답은 최소 100살이

다. 2011년, 런던 출신의 Fauja Singh는 마라톤

을 완주한 최초의 100세인 사람이 되었다. 

Singh는 Toronto Waterfront 마라톤을 8시간 25

분 17초에 완주하였다. 이것은 그의 8번째 마라톤

이었고, 마지막 마라톤은 아닐 것이다.  Singh는 

마라톤 선수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다. 그는 이미 

90세 이상의 가장 빠른 마라토너라는 타이틀을 보

유하고 있었다. 

그는 2003년 92세의 나이로 이 타이틀을 성취하

였다. 그는 또한 100미터에서 5,000미터에 이르

기까지 거리가 다른 8개의 종목에서 100세 이상의 

선수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 빠른 발을 가진 

100세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1911년 4월 1일에 태어났지만, 그의 성취는 만우

절 농담이 아니다. Singh는 정말로 100살의 할아

버지이다. 그는 89살이었을 때, 아내와 아들이 죽

고 난 뒤의 깊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달리기를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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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n, Singh runs at least 16 kilometers every 
그때 이후로

day. He once said that the key to his great health is 

being positive and stress-free. "Be thankful for 

everything you have." he added. He has also 
덧 붙 였 다

credited ginger curry and cups of tea for his success 
여 겼 다 생 강 카 레

as one of the oldest marathoners in the world.

A New Life: From a Vet to a Master of Historical 
문 화 재

Properties

"I am extremely happy starting this perfect job in my 

old age.” The expression that "You are never too 

old to learn" seems very persuasive these days. Lee 
설 득 력 있 는

Jaegyeom was a veterinarian for 40 years but now 
수 의 사

has a totally new job as a historical properties guide. 
문 화 재

Lee is a specialist of Heolleung, the Royal Tomb of 

King Taejong from the Joseon Dynasty. He spends 

his retirement describing the tomb's history and 

value to around 300 tourists every day.

 

Lee's veterinarian practice was once very successful. 

But when the cattle industry slowed down, Lee had 
둔 화 되 다

to consider retirement. In 2005, Lee started 
은 퇴

preparing to become a guide. "In the past 40 years, I 

never expected myself to do anything other than 

take care of cattle," Lee reflected.
회 상 했 다

번역

그때 이후로, 그는 매일 적어도 16킬로미터를 달리

고 있다. 그는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이 자신의 훌륭한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

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라고 그

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든 마

라토너 중 한 명으로서의 성공을 생강 카레와 차 덕

분으로 여겼다.

새로운 삶: 수의사에서 문화재 전문가로

“늦은 나이에 이 완벽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해요.”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라는 말이 요즘

에는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재겸 씨는 40

년 동안 수의사였지만, 이제는 문화재 가이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이 씨는 조선 시대 태종의 왕릉인 헌릉에 관한 전문

가이다. 그는 매일 300명 정도의 방문객들에게 그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은퇴 생활을 보

내고 있다.

 

이 씨의 수의사 일은 한때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

만 가축 산업의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 이 씨는 은

퇴를 고려해야만 했다. 2005년에, 이 씨는 가이드

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40년 동안 내 자신이 

소를 돌보는 것 외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 씨는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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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King Taejong. He 

decided that it was time for him to follow his 

interest and share it with others. He signed up for 
등 록 했 다

"The Rediscovery of Korea" program and completed 
수 료 했 다

a six - month training course to become a tour guide. 
결과

He then started his second job, guiding tours 

through King Taejong's Changdeok Palace. This 
태 종 창 덕 궁

encouraged him to learn more about King Taejong.
격 려 했 다

 
He has since researched hundreds of articles and 

그 이후로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king. With great respect 

for him, Lee said, "King Taejong was a good father 

and successful revolutionist. He laid a very strong 
개 혁 가

foundation for the Joseon Dynasty." Lee has now 

become an expert on the subject and plans to 

publish a book on King Taejong's unknown 
알 려 지 지 않 은

achievements.

Maybe you believe it's too early to think about old 

age. But getting old is not an option and you'll 

definitely reach your sixties before you know it.

If you want to be like one of these wonderful seniors, 
노 인

you'll need to have a long-term plan for your life. 

More importantly, make sure / you live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번역

이 씨는 항상 태종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그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라고 결심했다. 그는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프로

그램에 등록했고,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한 6개월

짜리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태종

의 창덕궁에서 여행객을 안내하면서, 그의 두 번째 

직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태종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격려했다.

 

그는 그 이후로 태종에 대한 수백 개의 기사들과 역

사적 기록들을 연구해 왔다. 태종에 대한 큰 존경심

을 가지고 “태종은 훌륭한 아버지이자 성공적인 개

혁가입니다. 그는 조선 왕조를 위한 아주 강력한 주

춧돌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고, 태종의 알려지지 않

은 업적에 대한 책을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당신은 노년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은 선택이 아

니며,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60대에 이를 

것이다. 당신이 이 멋진 노인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삶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함

을 명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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