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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제일 처음으로 경험했던 컨퍼런스는 "Polyglot Conference" 였다. Polyglot Conference는 

세계 각지의 언어 괴짜들이 3일 동안 모여 언어 학습 전술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막

상 컨퍼런스에 참석해보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다. 그 이후 나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꼭 컨퍼런스에 참석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나의 인생을 바꾼 셈이다. 개인적인 성장과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

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20대라면,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조금씩 이상하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나와 같은 유형의 이상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비디오게임이든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든,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아직 취미의 비기너

일 때, 내가 무언가에 조금 덜 미쳐있는 상태에서 좀 더 평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

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사기를 유발하는 일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나와 비슷한 부류

를 만나보라. 

 

2. 평생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스스로를 검증하고 커뮤니티의 일부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소속감을 얻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 역시 컨

퍼런스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어쩌면 평생 친구까지도 말이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가 참석한 회의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전히 대화를 나눈다. 심지어 내가 그 친구들과 어

울리지 않더라도, 그 친구의 동네에 놀러 갔을 때 같이 점심을 먹자고 물어보는 것이 전

혀 어색하지 않다.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만을 친구로 제한하지 말아라. 일상에서 벗



어나 다른 사람은 결코 알지 못했던 멋진 사람들을 만나라. 회의에 가서 평생친구를 사

귀어보라. 

 

3. “어른”으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나와 비슷하다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모든 미지의 사람들에 압도당할 

것이다. 공항에서 내 호스텔로 가는 방법을 알아내고, 체크인하고, 여행 중에 먹을 음식

을 찾는 등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진정한 어른”의 생활이 무서웠다. 이에 대한 나의 해결

책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측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예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수행했다.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여행 중에 그 자리에서 대부

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어, 나는 NYC 지하철을 이용해 공항에서 호스텔로 갈 계획이었다. 지하철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 어떤 호선을 타야 하는지 등을 미리 이해하려고 하면 내 정신에 해롭다

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에, 지하철이 호스텔까지 가는지 정도만 미리 확인했다. 그리고 

지하철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

른"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겼다. 회의에 참석하여 어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보라. 

 

4. 인생에 흥미로운 챕터를 추가할 수 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일까? 멋진 

액션과 긴장감이 많을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가능하다. 회의에 참석하려면 보통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나만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회

의에 대한 기억은 계획에 연료를 제공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챕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회의에 참석해야 할까? 참석하기 가장 좋은 컨퍼런스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을 중점으로 하는 컨퍼런스다. 

 

번역: 김은정 

출처: https://fee.org/articles/4-reasons-every-20-something-should-attend-a-con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