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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Ⅰ. 영어 인성교육 자료의 제작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군대내에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고등학교에
서 학생폭력과 자살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우려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
르고 있다. 이는 사실 오늘 날의 문제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
눈 대화중에는 당시 젊은이들의 인성이 여러 번이나 담화의 소재로 등장한다. 공
자의 어록중에도 젊은이들의 품성을 염려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고등학교 교과교육의 지대한 몫을 차지하는 영어교육은 거의가 대학진학을 위
한 점수따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학교에서의 창의체험활동 시간에나마 영어를
이용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풀이에 매달
린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
료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자료는 영어학습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
들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Ⅱ. 영어인성교육 선행 연구 자료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영어교육에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는 시, 소설, 직업영어 영역에서 다수 이루어져왔다. 정남수(2013), 허윤덕(1999)
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영시를 이용한 인성교육을 실험하였고, 김지숙(2009)
은 영어소설을 이용한 인성교육지도를 연구하였으며, 김수진(2003)도 영어소설을
이용한 영어교육에서 간단하게나마 인성교육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박현희
(2013)는 무역영어같은 직업영어를 이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영어를 이용
한 인성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격언이나, 유명인사의 연설문, 팝송등을 이용한
연구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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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어인성교육의 이론적 틀
인용구나 팝송등을 이용한 영어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틀은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찾아 보기 힘들어 문학작품을 소재로한 이론적 틀을 간단하게 찾
아보았다.
특히 시문학은 글의 길이 단위가 다른 문학영역의 작품인 소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짧기 때문에 교육자료로서의 우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외국어로
번역할 때의 난이함이 문제가 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만큼 시의 구
성이 단순하고 어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시와는 달리 영어소설은 이미 우리 말로 번역되어진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영어원문으로는 다이제스트판으로 축
약된 작품들도 다수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자주 읽히고 학습 교재로도 빈번히 사
용되고 있다. 영어소설에 등장한느 문화적인 배경과 윤리적인 표현을 통해 학습자
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인간적 보편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하
는 장점도 있다. 물론 단점도 없을 수 없다. 소설 특성상 글의 구성이 길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영어학습에서의 소설 자료는 단편이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축약판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인성교육의 사적적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나 성질이라고 한다. 황정규(1968)는 그
의 저서에서 설리반(Sulivand)의 말을 인용하여 인성이란 ‘인간생활을 특징 짓는
재현적, 인간 상호적 장면의 지속적 유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성을 성격, 성품, 가치관등과 동일시하면서 청소
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탐색하여 존중하고, 이를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어가는 것을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으로 숨어있는 자질을 발현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인성교육이 정서적, 인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and stress)라고 청소년기를 묘사한 Hall의
용어를 많은 학자들이 인성교육 연구를 시행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성교육이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만, 속담, 유명 인사의 인용구, 팝송들을 이용한 연구물이 아직 찾아보기 어려
워 이러한 영어 학습자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구하기 힘들어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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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개발
내용

기간

비고

자료 선정

2014년 3월 –2014년 4월

자료 구분

2014년 4월

자료 정리

2014년 5월

인성교육 영역 확인,
영어 학습 자료 확보
인성교육영역에 따른 자
료 분류
학습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정리
00고등학교 ‘영어소설일

자료 검증

2014년 7월-8월

기’동아리

학생들에게

적용

Ⅴ. 영어 인성교육자료의 구성
자료의 구성은 처음에 효도(Filial Duty), 우정(Friendship), 인내(Patience), 사
랑(Love), 희생(Sacrifice), 협동(Coorporation), 자존감(self esteem)등의 영역으로
인성교육을 구분하였으나,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한 끝에 우정
(Friendship), 인내(Patience), 사랑(Love)으로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영역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 학습에 적용하면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현
행 정규교육과정과 입시가 주를 이루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집중적으
로 다루어질 수 있는 절대적 시간도 그리 충분하지 않으며, 체험학습 활동과정에
서의 동아리 활동같은 과정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전
체적으로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단원을 Ⅰ. Friendship(친구) Ⅱ. Love(사랑) Ⅲ. Patience(인내)으로
단순화하였다.

1. 세부구성 :

각 영역에서의 단원은 1. 관련어휘 학습 2.격언 3. 음악 4. 시 5. 읽기 자료
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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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선정 :

읽기자료는 임의로 영어표현을 가감할 수 없다는 영어교육의 자료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정도를 고려하여 3분정도의 시간에 영어를 읽고
10분 정도의 시간에 충분한 독해를 시도하고 토론 또는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용구는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의 어록을 참고하면서 종교
적인 내용은 배제하였다.

3. 자료제작의 주안점

지금의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들은 모바일과 수능 지문정도의 글 내용에 익
숙해 있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는 수능 문제 지문을 고려하여 최대 3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글의 길이도 수능 장문정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더불어 인성교육이 영어교육과 같은 독해나 문법 교육이 되지 않도록 글의 이해
가 쉬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제작하였다.

Ⅵ. 영어인성 교육 자료의 이용 방법
1. 학생

각 영역에서 어휘를 학습하고 인용구를 우리말로 번역해 볼 수 있다.
영시는 동료와 모듬을 만들어 학습하면서 시가 주는 교훈을 감상한다.
팝송은 cd, dvd, mp3, 유튜브등을 이용하여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긴 글 읽기는 독해활동을 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인간적인 요소를 감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자료로 활용한다.

2. 교사

각 영역에 맞게 학생들을 모듬활동, 발표활동, 전체 감상활동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의 보조자료로 선택적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방과후 교
육활동과정에서는 과정 교과서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Ⅶ. 교육자료의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
자료검증은 00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시간에 ‘영어소설읽기’동아리 활동
학생들과 함께 시행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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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인용구의 출처에 대한 인물도 제외되어졌다.
내용이 좋아도 내용과 관련한 인물이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들에
게 믿으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팝송 역시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거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자료들도 배
제시켰다.
읽기 자료의 경우 수능지문에 익숙한 학생들과 인성교육이 2-3일, 또는 매주
등의 규칙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읽기 자료는 당일에 읽어 낼 수 있는 길이의 단문으로 제한
할 수 밖에 없었다.

Ⅷ. 영어 인성교육 자료를 통한 학습 효과
첫째로, 정규수업의 일부 자료나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과정의 동아리 자료로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과, 친구의 소
중함, 주변사람들과의 참다운 사랑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로, 조금이라도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참고 견디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깨닫게 하는 효과를 거두어 일반 인문
계 고등학교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셋째로, 영어학습도 함께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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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 방법

- 6 -

Ⅸ. 참고 문헌
김수진. 문학작품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교육 지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지숙. 오만과 편견을 통한 효과적인 영어와 인성의 통합교육 지도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9.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서울:문음사. 2002.
박현희. 특성화 고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인성 계발을 위한 영어 수업모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정남수. 낭만주의 시 텍스트를 활용한 영어교육과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허윤덕. 교육의 장에서의 시의 역할론. 영미문학교육 3(1999):121-138
황정규. 교육평가. 서울:교육출판사. 1968

- 7 -

일반화 자료
Contents
고등학교 영어 인성교육

Ⅰ. Frindship ················································································ 1
1. words ··················································································································· 2
2. Good saying ······································································································ 4
3. Poems ·················································································································· 8
4. Songs ················································································································ 11
5. Short stories ·································································································· 15
★ For your best life! ····················································································· 19

Ⅱ. Love ······················································································· 21
1. words ················································································································ 22
2. Good saying ···································································································· 24
3. Poems ··············································································································· 28
4. Songs ················································································································ 33
5. Short stories ·································································································· 37
★Tea Break! ······································································································ 41

Ⅲ. Patience ················································································ 42
1. words ················································································································ 43
2. Good saying ···································································································· 45
3. Poems ··············································································································· 49
4. Songs ················································································································ 54
5. Short stories ·································································································· 56
★For the peaceful World ··········································································· 61

- 1 -

1. words
★ 왼쪽 칸의 영어에 알맞은 우리말을 빈 칸에 적어보시오.
affectionate
attentive
available
believable
brave
caring
considerate
discerning
easygoing
empathetic
faithful
forgiving
generous
giving
honest
humorous
kind
loving
loyal
nice
optimistic
punctual
reliable
responsible
sincere
sweet
thoughtful
trustworthy
warm
warm-he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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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greement
dislike
hate
hatred
discord
disrespect
disregard
hostility
ignorance
par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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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d saying
★ 아래 빈 칸에 우리 말로 옮겨 보세요.

“Friendship improves happiness, and abates misery, by doubling
our joys, and dividing our grief”
― Marcus Tullius Cicero

“True friendship can exist only between equals.”
― Plato

“Be slow to fall into friendship, but when you are in, continue
firm and constant.”
― Socrates

All's Well That Ends Well.
- western pro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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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all, trust a few, do wrong to none."
-western proverb

"I found out what the secret to life is--friends. Best friends."
-Words from the Film "Fried Green Tomatoes"

"Remember George, no man is a failure who has friends."
--Philip Van Doren Stern(It's a Wonderful Life, American Drama )

"A true friend is one soul in two bodies."
-Aristo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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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 this quote speaks to the various levels and stages of a
friendship. Each friendship you have will probably b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me people will be your mentors,
others your BFFs, and still others might remain acquaintances.
Each friendship progresses at its own pace, but if you pay
attention to this quote and "love all, trust a few," you'll be on
your way to making smart friendship choices.
--shakespeare

“We should always have three friends in our lives-one who walks
ahead who we look up to and follow; one who walks beside us,
who is with us every step of our journey; and then, one who we
reach back for and bring along after we've cleared the way.”
― Michelle O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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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imate friend and a hated enemy have always been
indispensable requirements for my emotional life; I have always
been able to create them anew, and not infrequently my childish
ideal has been so closely approached that friend and enemy
coincided in the same person.
— Sigmund Fr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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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ems

The Arrow and the Song
Henry Wadsworth Longfellow

I shot an arrow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so swiftly it flew, the sight
Could not follow it in its flight.
I breathed a song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who has sight so keen and strong,
That it can follow the flight of song?
Long, long afterward, in an oak
I found the arrow, still unbroke;
And the song, from beginning to end,
I found again in the heart of a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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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to Talk
Robert Frost

When a friend calls to me from the road
And slows his horse to a meaning walk,
I don't stand still and look around
On all the hills I haven't hoed,
And shout from where I am, 'What is it?'
No, not as there is a time to talk.
I thrust my hoe in the mellow ground,
Blade-end up and five feet tall,
And plod: I go up to the stone wall
For a friendly visit.

- 9 -

A Poison Tree
William Blake

I was angry with my friend:
I told my wrath, my wrath did end.
I was angry with my foe:
I told it not, my wrath did grow.
And I waterd it in fears
Night & morning with my tears;
And I sunned it with smiles,
And with soft deceitful wiles.
And it grew both day and night,
Till it bore an apple bright.
And my foe beheld it shine,
And he knew that it was mine,
And into my garden stole,
When the night had veiled the pole;
In the morning glad I see
My foe outstretchd beneath the tree.

- 10 -

4. Songs
I’ll be there
Mariah Angela Carey

You and I must make a pact

American

We must bring salvation back

singer-songwriter

Where there is love I'll be there
I'll reach out my hand to you
I'll have faith in all you do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I'll be there to comfort you
Build my world of dreams around you
I'm so glad that I found you
I'll be there with a love that's strong
I'll be your strength
I'll keep holding on
Let me fill your heart with joy and laughter
Togetherness is all I'm after
Whenever you need me I'll be there
I'll be there to protect you
With an unselfish love I'll respect you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I'll be there to comfort you
Build my world of dreams around you
I'm so glad that I found you
I'll be there with a love that's strong
I'll be your strength
I'll keep hol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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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should ever find someone new
I know she'd better be good to you
'Cause if she doesn't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Whenever you need me I'll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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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
song by Simon & Garfunkel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An

Oh, when times get rough

consisting of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Oh,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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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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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ort Stories

The Hare With Many Friends
A Hare was very popular with the other animals in the jungle who all
claimed to be her friends. One day she heard the hounds approaching
her and hoped to escape them by the aid of her Friends. So, she went to
the horse, and asked him to carry her away from the hounds on his
back. But he declined, stating that he had important work to do for his
master. "He felt sure," he said, "that all her other friends would come to
her assistance." She then applied to the bull, and hoped that he would
repel the hounds with his horns. The bull replied: "I am very sorry, but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lady; but I feel sure that our friend the goat
will do what you want." The goat, however, feared that his back might do
her some harm if he took her upon it. The ram, he felt sure, was the
proper friend to ask for help. So she went to the ram and told him the
case. The ram replied: "Another time, my dear friend. I do not like to
interfere on the present occasion, as hounds have been known to eat
sheep as well as hares." The Hare then applied, as a last hope, to the
calf, who regretted that he was unable to help her, as he did not like to
take the responsibility upon himself, as so many older persons than
himself had declined the task. By this time the hounds were quite near,
and the Hare took to her heels and luckily esc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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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friends
Once two friends argued, and one of them slapped another. This man
felt a pain, but telling nothing and wrote on the sand:
— Today my best friend slapped me.
They continued walking and found an oasis, in which wellspring decided
to swim. The one who was slapped, started to sink, but his friend saved
him.
When he regained consciousness, wrote on the stone: "Today my best
friend saved my life."
Another friend, who slapped and saved his friend’s life, of asked him:
- When I hurt you, you wrote on the sand and now you are writing on
the stone. Why?
His friend said:
- When someone hurts us, we should write it on the sand, so that the
wind could erase it. But when someone does something good for us, we
must engrave it on the stone, so that the wind could not era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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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 Good Friend!
Fiona Famous was a very popular girl at school. She was clever and
fun, and got on well with everyone. It was no accident that Fiona was so
popular. From an early age she had made an effort to be kind and
friendly to everyone. She invited the whole class to her birthday party,
and from time to time she would give presents to everybody. She was
such a busy girl, with so many friends, that she hardly got a chance to
spend time with individual friends. However, she felt very lucky; no other
girl had so many friends at school and in the neighborhood.
But everything changed on National Friendship Day. On that day, at
school, everyone was having a great time, drawing, painting, giving gifts.
That day in class everyone had to make three presents to give to their
three best friends. Fiona enjoyed the task of choosing three from
amongst all the dozens of her friends.
However, when all the presents had been made and shared out among
classmates, Fiona was the only one who had not received a present! She
felt terrible, and spent hours crying. How could it be possible? So much
effort to make so many friends, and in the end no one saw her as their
best friend? Everyone came and tried to console her for a while. But
each one only stayed for a short time before leaving.
This was exactly what Fiona had done so many times to others.
She realized that she was a good companion and acquaintance, but she
had not been a true friend to anyone. She had tried not to argue with
anyone, she had tried to pay attention to everyone, but now she had
found out that that was not enough to create true friendship.
When she got home that night , created quite a puddle with her tears,
and Fiona asked her mother where she could find true friends.
"Fiona, my dear," answered her mother, "you cannot buy friends with a
smile or a few good words. If you really want true friends, you will have
to give them real time and affection. For a true friend you must always
be available, in good times and bad".
"But I want to be everybody's friend! I need to share my time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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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Fiona protested.
"My dear, you're a lovely girl," said her mother, "but you can't be a
close friend to everybody. There just isn't enough time to be available for
everyone, so it's only possible to have a few true friends. The others will
by playmates or acquaintances, but they won't be close friends".
Hearing this, Fiona decided to change her ways so that she could finally
have some true friends. That night, in bed, she thought about what she
could do to get them.
She thought about her mother. Her mother was always willing to help
her, she put up with all of Fiona's dislikes and problems, she always
forgave her, she loved her a great deal...
That was what makes friends!
And Fiona smiled from ear to ear, realizing that she already had the best
friend anyone could ever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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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ords!
Words are a reflection of our thoughts. Positive words come from
positive thoughts, negative words from negative thoughts. It is really that
simple. Watch the words that come out of your mouth and you will have
a good idea of the direction your thoughts are facing, and as a result,
your life.
It is important to always choose our words wisely, but especially vital
when we are doing affirmations. Our words are taken literally by our
minds. I heard a story that illustrated this exact point! A few years back,
a woman shared with me a story about her daughter. Her daughter
wanted to increase her wealth. The affirmation she used was: “I want to
earn more money.” Well, earn it she did. Her work load doubled. Yes,
she was wealthier, but she had to EARN that increase in wealth. Bummer.
What started out as a positive intention went honestly awry with an
unintended consequence. Think about the words you choose for your
affirmations.
How do they describe the results you want? How do they make you
feel? Really use your words to accurately portray exactly the results you
intend to achieve.
If you want your results to come easily, effortlessly and joyously, say
that. If you want to feel light, relaxed, peaceful, content, blessed, say
that. Include it all!
Below you will find a list of some positive words for your perusing. As
you look over the list, pay attention to how you feel. Imagine having that
word in your life as a reality. Which words do you get excited by? Which
words move you? Which words bring you to tears? Include those in your
affirmations.

- 19 -

Related Words
★ 왼쪽 칸의 영어에 알맞은 우리말을 빈 칸에 적어보시오.
Active
Alive
Animated
Beaming
BloomCure
Complete
Courageous
Energized
Enthusiastic
Flourish
Freedom
Healing
Healthy
Heart
Light
Lively
Miracle
Motivate
Natural
Nourish
Nourished
Perfect
Refresh
Relax
Shine
Sparkling
Strong
Therapeutic
Thrive
Well
Wholesome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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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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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ds
★ 왼쪽 칸의 영어에 알맞은 우리말을 빈 칸에 적어보시오.
heart
devotion
family
caring
happiness
happy
trust
forever
romance
sweet
kiss
hug
warm
friendship
affection
cherish
beloved
dear
enthusiasm
agape
worship
patriotism
romantic
platonic
loving
y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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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loyalty
dislike
indifference
neglect
sorrow
hate
treachery
hatred
coolness
unhappiness
misery
en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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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d saying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Martin Luther King Jr.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and Speeches

“It is better to be hated for what you are than to be loved for what you are
not.”
André Gide, Autumn Leaves

The more I know of the world, the more I am convinced that I shall never
see a man whom I can really love. I require so much!”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It is not a lack of love, but a lack of friendship that makes unhappy
marriages.”
― Friedrich Nietz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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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basic motivating forces: fear and love. When we are afraid, we
pull back from life. When we are in love, we open to all that life has to offer
with passion, excitement, and acceptance. We need to learn to love ourselves
first, in all our glory and our imperfections.
John Lennon

Being deeply loved by someone gives you strength, while loving someone
deeply gives you courage.”
Lao Tzu(老子)

When we love, we always strive to become better than we are. When we
strive to become better than we are, everything around us becomes better too.”
Paulo Coelho, The Alchemist

“Any man who can drive safely while kissing a pretty girl is simply not giving
the kiss the attention it deserves.”
Albert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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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not sure exactly what heaven will be like, but I know that when we die
and it comes time for God to judge us, he will not ask, 'How many good things
have you done in your life?' rather he will ask, 'How much love did you put
into what you did?”
Mother Teresa

Love does not consist of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outward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Antoine de Saint-Exupéry, Airman's Odyssey

“What Is Love? I have met in the streets a very poor young man who was in
love. His hat was old, his coat worn, the water passed through his shoes and
the stars through his soul”
Victor Hugo

“Hate the sin, love the sinner.”
Mahatma Ga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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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Holy Bible

“I think... if it is true that
there are as many minds as there
are heads, then there are as many
kinds of love as there are hearts.”
Leo Tolstoy, Anna Kare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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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ngs

Love Story
Taylor Swift
We were both young
when I first saw you
I close my eyes
And the flashback starts
I'm standing there
On a balcony in summer air
See the lights
See the party, the ball gowns
See you make your way through the crowd
And say hello little did I know
That you were Romeo
You were throwing pebbles
And my daddy said
Stay away form Juliet
And I was crying on the staircase
Begging you please don't go
And I said/Romeo take me somewhere
We can be alone/I'll be waiting
All there's left me to do is run
You'll be the prince
And I'll be the princess
It'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So I sneak out to the garden to see you
We keep quiet cause we're dead
If they knew so close your eyes
Let's leave this town for a little while
Cause you were Romeo
I was a scarlet letter
And my daddy said/Stay away form Ju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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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you were everything to me
I was begging you please don't go
And I said/Romeo take me somewhere
We can be alone
I'll be waiting
All there's left to do is run
You'll be the prince
And I'll be the princess
It'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Romeo save me they're trying to tell me how to feel
This love is difficult
But it's reak din't be afraid
We'll make it out of this mess
It'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I got tired of waiting wondering
If you were ever coming around
My faith in you was fading
When I met you in the outskirts of town
And I said/ Romeo save me
I've been feeling so alone
I keep wating for you
But you never come
is this in my head
I don't know what to think
He knelt to the ground
And pulled out a ring and said
Marry me Juliet
You'll never have to be alone
I love you and that's all I really know
I talked to your dad
Go pick out a white dress
It'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We were both young
When I first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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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mile
Justin Bieber
Oh, yeah
I wait on you forever
Any day, hand and foot
Your world is my world, yeah
Ain't no way you ever gon'
Get any less then you should
'Cause baby
You smile, I smile, oh
'Cause whenever
You smile, I smile
Hey hey hey
Your lips, my biggest weakness
Shouldn't have let you know
I'm always gonna do what they say
If you need me,
I'll come running from a thousand miles away
When you smile, I smile
Woah oh oh oh
You smile, I smile, hey
Baby take my open heart
And all it offers
'Cause this is as unconditional
As it'll ever get
You ain't seen nothin yet
I won't ever hesitate to give you more
'Cause baby
You smile, I smile
Woah oh oh oh
You smile, I smile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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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mile, I smile
I smile, I smile, I smile
You smile, I smile
Make me smile baby
Baby you won't ever want for nothing
You are my answer and my means now
With you there's no in between
I'm all in
'Cause my cards are on the table
And I'm willing and I'm able
But I fold to your wish
'Cause it's my command
Hey hey hey
You smile, I smile
Woah oh oh oh
You smile, I smile
Hey hey hey
You smile, I smile
I smile, I smile, I smile
You smile, I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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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John Lennon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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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ems

ANNABEL LEE
Edger Allen Poe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I and my Annabel Lee;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of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a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Yes!- that wa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Chilling and killing my Annab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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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who were older than weOf many far wiser than weAnd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under the sea,
Can ever dissever my soul from the soul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so, all the night-tide, I lie down by the side
Of my darling- my darling- my life and my bride,
In the sepulchre there by the sea,
In her tomb by the sounding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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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 not love you except because I love you;
Pablo Neruda

I do not love you except because I love you;
I go from loving to not loving you,
From waiting to not waiting for you
My heart moves from cold to fire.
I love you only because it's you the one I love;
I hate you deeply, and hating you
Bend to you, and the measure of my changing love for you
Is that I do not see you but love you blindly.
Maybe January light will consume
My heart with its cruel
Ray, stealing my key to true calm.
In this part of the story I am the one who
Dies, the only one, and I will die of love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Love, in fire an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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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One Another
Khalil Gibran (aka Kahlil Jubran)

You were born together, and together you shall be forever more.
You shall be together when the white wings of death scatter your days.
Ay, you shall be together even in the silent memory of God.
But let there be spaces in your togetherness,
And let the winds of the heavens dance between you.
Love one another, but make not a bond of love:
Let it rather be a moving sea between the shores of your souls.
Fill each other's cup, but drink not from one cup.
Give one another of your bread, but eat not from the same loaf.
Sing and dance together and be joyous, but let each of you be alone,
Even as the strings of a lute are alone though they quiver with the same
music.
Give your hearts, but not into each other's keeping.
For only the hand of Life can contain your hearts.
And stand together yet not too near together:
For the pillars of the temple stand apart,
And the oak tree and the cypress grow not in each other's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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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ort Stories

The story from an old man
Sometimes, the most touching love stories are those that carry on after
one person dies.
Fred Stobaugh has never gotten over losing the love of his life. He
married Lorraine, the “prettiest girl [he] ever saw” in Peoria, Illinois in 1940,
and their romance was always happy and wonderful. They had three kids
and four grandchildren. After 73 years of marriage, Lorraine passed away.
Fred, now 96, lived on and tried to mend his broken heart. A month after
his wife’s death, he came across an ad for a local song-writing contest. By
his own admission, Fred was tone deaf and a non-musician, but he wrote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heart wrenching songs to hit the airwaves.
He lacked the musical skills to record “Sweet Lorraine,” but he sent in
the lyrics along with a letter. Green Shoe Studio was so moved that they
decided

to

make

his

song

come

to

life.

Then

they

made

a

documentary titled A Letter From Fred to show the world Fred’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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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Merry Christmas Mom”
My children have always been very supportive of me since their father died
over 10 years ago, helping me do things around the house and keeping my
lawn neat and groomed. It had however, gotten to a point now, that being in
that huge house all by myself was getting to be scary not only for my
children but for myself. We had discussed many options from living assisted
facilities to hiring someone to stay with me; all options were going to be
rather expensive though. There seemed to be no clear solution to what we
were going to do. I wanted to have my independence because I was still of
sound mind, it was just my body that was getting old. That Christmas my
Daughter Brenda told me that we were having Christmas dinner at her place.
On the drive there we were listening to Christmas music, singing the carols
along the way having a great time. When we arrived to her street, I expected
us to pull in her driveway, but instead we pulled into the driveway next to
my daughter’s house. Puzzled I looked at her and she looked back and said
“Merry Christmas Mom”. My 6 beautiful children had saved money and put a
down payment on the house next to my daughters. It was smaller yes, but
very much everything that I would need. Close to my daughter so if I needed
help she would be there in an instant with her being a full time mom, she
could devote the time needed to help with my care. I still have my old house,
and am renting it out to family, but the generosity of my children far
exceeded anything I could have ever expected. Not only did I get to continue
having my own place, but I also retained a sense of my independence. I don’t
think words can express how much I l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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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 of love!
A little boy came up to his mother in the kitchen one evening while
she was fixing supper, and handed her a piece of paper that he had
been writing on. After his Mom dried her hands on an apron, she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cutting the grass: $5.00
For cleaning up my room this week: $1.00
For going to the store for you: $.50
Baby-sitting my kid brother while you went shopping: $.25
Taking out the garbage: $1.00
For getting a good report card: $5.00
For cleaning up and raking the yard: $2.00
Total owed: $14.75
Well, his mother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and the boy could see the
memories flashing through her mind. She picked up the pen, turned over
the paper he’d written on, and this is what she wrote:
For the nine months I carried you while you were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all the nights that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and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all the trying times, and all the tears that you’ve caused through
the years:
No Charge
For all the nights that were filled with dread, and for the worries I knew
were ahead:
No Charge
For the toys, food, clothes, and even wiping your nose: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hen the boy finished reading what his mother had written, there
were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straight at his mother and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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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I sure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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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Yourself

To be so strong that nothing
can disturb your peace of mind.
To talk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to every person you meet.
To make all your friends feel
that there is something in them
To look at the sunny side of everything
and make your optimism come true.
To think only the best, to work only for the best,
and to expect only the best.
To be just as enthusiastic about the success of others
as you are about your own.
To forge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press on to the greater achievements of the future.
To wear a cheerful countenance at all times
and give every living creature you meet a smile.
To give so much time to the improvement of yourself
that you have no time to criticize others.
To be too large for worry, too noble for anger, too strong for fear,
and too happy to permit the presence of trouble.
To think well of yourself and to proclaim this fact to the world,
not in loud words but great deeds.
To live in faith that the whole world is on your side
so long as you are true to the best that is in you.”
Christian D. Larson, Your Forces and How to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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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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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ds
★ 왼쪽 칸의 영어에 알맞은 우리말을 빈 칸에 적어보시오.
restraint
perseverance
fortitude
moderation
passiveness
humility
sufferance
tolerance
endurance
nonresistance
diligence
endure
composure
poise
yielding
bearing
long-suffering
starch
cool
self-control
submission
resignation
toleration
calmness
heart
passivity
forbearance
persistence
back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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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lty
denial
disagreement
harshness
indifference
intolerance
meanness
prohibition
mercilessness
refusal
selfishness
unk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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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d saying
"Patience is the key to paradise."
Turkish Proverb

"Little drops of water wear down big stones."
Russian Proverb

"Who ever is out of patience is out of possession of their soul."
Francis Bacon

"Rome was not built in a day."
English Pro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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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unce of patience is worth a pound of brains."
Dutch Proverb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Saint Augustine

"One moment of patience may ward off great disaster. One
moment of impatience may ruin a whole life."
Chinese Proverb

"We could never learn to be brave and patient if there were only
joy in the world."
Helen Keller

It is easier to find men who will volunteer to die, than to find
those who are willing to endure pain with patience.
Julius Cae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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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ar with patience wrongs done to oneself is a mark of
perfection, but to bear with patience wrongs done to someone else
is a mark of imperfection and even of actual sin.
Thomas Aquinas

Our real blessings often appear to us in the shape of pains,
losses and disappointments; but let us have patience and we soon
shall see them in their proper figures.
Joseph Addison

All human wisdom is summed up in two words - wait and hope”
Alexandre Dumas

“Let nothing disturb thee; Let nothing dismay thee; All thing
pass; God never changes. Patience attains All that it strives for.
St. Ter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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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serves as a protection against wrongs as clothes do
against cold. For if you put on more clothes as the cold
increases, it will have no power to hurt you. So in like manner
you must grow in patience when you meet with great wrongs, and
they”
Leonardo da Vinci

“Be patient toward all that is unsolved in your heart and try to
love the questions themselves. Do not now seek the answers,
which cannot be given you because you would not be able to live
them. And the point is to live everything. Live the questions”
Rainer Maria Ri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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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ngs
Be Still
the Fray(rock group)

Be still and know that I'm with you
Be still and know that I am here
Be still and know that I'm with you
Be still and know
When darkness comes upon you
And covers you with fear and shame
Be still and know that I'm with you
And I will say your name
If terror falls upon your bed
And sleep no longer comes
Remember all the words I said
Be still and know
And when you go through the valley
And shadow comes down from the hill
If morning never comes to be
Be still
If you forget the way to go
And lose where you came from
If no one is standing beside you
Be still and know I am
Be still and know that I'm with you
Be still and know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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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For You
Elliott Yamin
I never felt nothing in the world like this before
Now I’m missing you and I’m wishing you would come back through my
door
Why did you have to go?
You could have let me know; so now I’m all alone
Girl you could have stayed but you wouldn’t give me a chance
With you not around it’s a little bit more than I can stand
And all my tears they keep runnin’ down my face
Why did you turn away?
So why does your pride make you run and hide
Are you that afraid of me?
But I know it’s a lie what you keep inside
This is not how you want it to be
So baby I will waitforyou
Cause I don’t know what else I can do
Don’t tell me I ran out of time
If it takes the rest of my life
Baby I will waitforyou
If you think I'm fine it just ain’t true
I really need you in my life
No matter what I have to do
I’ll waitforyou
Been a long time since you called me
(How could youforget about me)
You gotta be feeling crazy
How can you walk away
(When) Everything stays the same
I just can’t do i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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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it take to make you come back
Girl I told you what it is and it just ain’t like that
Why can’t you look at me?
You’re still in love with me
Don’t leave me crying
Baby why can’t we just start all over again
Get it back to the way it was
If you give me a chance I can love you right
But you’re telling me it won’t be enough
Baby I will wait for you
Baby I will wait for you
If it’s the last 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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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The Beatles

It's been a long time,
Now I'm coming back home.
I've been away now
Oh, how I've been alone.
Wait ! till I come back to your side,
We'll forget the tears we've cried.
But if your heart breaks,
Don't wait, turn me away.
And if your heart's strong,
Hold on, I won't delay.
Wait ! till I come back to your side,
We'll forget the tears we've cried.
I feel as though you ought to know
That I've been good as good as I can be.
And if you do I'll trust in you
And know that you will wait for me.
It's been a long time,
Now I'm coming back home.
I've been away now
Oh, how I've been alone.
Wait ! till I come back to your side,
We'll forget the tears we've c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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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eel as though you ought to know
That I've been good as good as I can be.
And if you do I'll trust in you
And know that you will wait for me.
But if your heart breaks,
Don't wait, turn me away.
And if your heart's strong,
Hold on, I won't delay.
Wait ! till I come back to your side,
We'll forget the tears we've cried.
It's been a long time,
Now I'm coming back home.
I've been away now
Oh, how I've been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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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ems
Mind Without Fear
Tagore
Where the mind is without fear and the head is held high;
Where knowledge is free;
Where the world has not been broken upinto fragments by narrow
domestic walls;
Where words come out from the depth of truth;
Where tireless striving stretches its arms towards perfection;
Where the clear stream of reasonhas not lost its way into the dreary
desert sand of dead habit;
Where the mind is led forward by thee into ever-widening thought and
action---Into that heaven of freedom, my Father, let my country awake.

Patience
Kay Ryan
Patience is wider than one once envisioned,
with ribbons of rivers
and distant ranges
and tasks undertaken
and finished with modest relish by natives in their native dress.
Who would have guessed it possible that waiting is sustainable—
a place with its own harvests.
Or

that

in

time's

fullness

the

diamonds

of

patience

distinguished from the genuine in brilliance or hardness.

- 54 -

couldn't

be

Tao Te Ching Chapter 24
Lao-tzu
He who stands on tiptoe
doesn't stand form.
He who rushes ahead
doesn't go far.
He who tries to shine
dims his own light.
He who defines himself
can't know who he really is.
He who has power over others
can't empower himself.
He who clings to his work
will create nothing that endures.
If you want to accord with the Tao,
just do your job, then l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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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ort Stories
The motivation and the diligence
There was a salesman called Ramesh in Kerala, a state in the southern
part of India. He was honest, polite and hard working. It was the month
of June (start of monsoon in Kerala) when he got his first assignment in
his new office. He was given the a list of people whom he has to
approach and sell the product.
Surprisingly he realized that the list is full of local Kerelean laundry
owners. He got scared and thought he won’t be able to achieve the
desired target. He approached his senior Monty but got not much help.
So he went back to his desk, thought for a moment and accepted the
challenge as he had no other option.
The next day he started approaching the laundry owners and within 15
days he got some really nice response. Almost 80% of them purchased
his product but in credit and everyone promised to pay him off within
the next 15 days. He was very happy as he knew that his job is almost
done! So was his senior Monty. But he didn’t knew that the next one
month was going to be tougher than what he was thinking of.
On the last week of June amidst heavy showers he started visiting the
laundry owner’s place to collect money. Upon visiting half of them he
realized he has collected not a single penny. And the same trend
continued for the next 7 days. He was frustrated, demoralized, impatient
and so was his senior Monty.
Ramesh explained everything to Monty including peculiar behavior he
noted amongst the laundry owners – whenever he knocked the owners,
they used to look at the sky before asking him to come the next day.
Listening this his senior smiled once and said that he is ‘on track’ and
will soon get some good results. He never realized for once what his
payment has to do with the sky!
After almost 14 days, on a bright sunny monday morning he started
visiting the laundry owners once again. Though it was the mo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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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it didn’t rain heavily for the last three days. Suddenly by noon
Ramesh realized that he has collected the payments from almost 50% of
the owners which was almost unbelievable.
He worked hard through out the day and by the day end he had
completed 90% of his target for June and July. He was very happy and so
was his senior. By month end he went on to become the ‘star performer’
for

the

month

of

June,

July

and

was

handed

over

the

letter

of

confirmation by the management. It was like a roller coaster ride for
him.
Yet he wondered what the sky has to do with the payment. Why the
laundry owners used to look at the sky and tell him to come the next
day? To solve this mystery he went to a laundry owner and asked the
same question. The owner laughed at him and said “Son this is the
month of monsoon and we have to wash the clothes, dry them off, iron
them before handing them off to the customers.
Now if the sun doesn’t shine how can we dry our clothes, earn money to
pay you?” Ramesh recollected his memories and smiled at the owner and
realized that it was his patience and endurance that kept him going and
ultimately helped him achieve the pinnacle of success. It’s the motivation
and the diligence that converts into fruitful results.

- 57 -

Patience

Ⅰ

Over the last six years I have learned what patience is. Growing up I
did not have this value and it is a very important value to have. I always
wanted what I wanted when I wanted it. Now I can see that if you are
patient you will almost always get what you want if you are supposed to
have it. I gained patience when I lost my freedom. I knew that I would
eventually get it back in time.
I was locked up in prison for a period of six years. The first couple of
years were the hardest. I was always stressed out about any and
everything. Time was dragging by because I was always paying attention
to it. While I was locked up one man that I talked to helped install this
value in me. He told me that it was possible that he would never make it
home but that being patient and believing that one day he will is what
had made him a better man. After a while I realized why he said a lot of
the things that he said to me. Once I stopped paying attention to the
days and just kept in mind that I would be released when it was my time
to go, it seemed that my time got a little easier.
Now I am home and can see that patience paid off for me. I now use
this value in a lot of my daily activities. I know for a fact that sometimes
life gets hard and that if you don’t get discouraged and stay patient it
will pay of it the end. So if you are having a hard time in life, be patient
and it will eventually work out one way or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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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Ⅱ
Archie loved apples. He thought they were sweet. He thought apples
were always a wonderful treat. He ate apples each day when he went out
to play, but the part in the middle, he just threw away. Then one day as
he ate an apple to the core,
it was for.

he caught sight of a seed, wondering what

If he planted a seed, it just might grow a tree.

Archie

thought, "what a wonderful thing that would be."
So he planted the seed in a hole, core and all.

He had faith it would

grow, even though it was small. With a shovel he covered the core with
a mound, taking care of the seed that was under the ground. He brought
water each day in a watering can.

He did his very best to make good on

his plan.
Every day, he returned with the hope he would see

a small sign of new

growth from the seed to a tree. But the sign did not come and as time
drifted by Archie started to doubt whether he should still try. There
was no hint of green, not the tiniest leaf. Was an apple tree really worth
all of the grief? He was ready to quit if it just would not grow.

For so

long he had watered that seed down below. Archie went to his father to
ask what to do,

and his dad told him something that he never knew. He

said, "sometimes things don't go the way that we plan. Sometimes people
give up when they don't think they can.
when no one else will,

But to those who keep trying,

there are dreams to achieve and great hopes to

fulfill.“
The words struck Archie's mind and he knew they were true.

He would

try to be patient and keep trying too. Archie came every day without fail
to the seed.
He brought water and tended its every need. Then one day like the sun
breaking out from a storm a green leaf sprouted up from the ground in
true form. Reaching into the sky as if saying hello the new tree met the
one who allowed it to grow. Archie saw the small leaf, and a tear filled
his eye. He was so full of cheer that he started to cry.
that brought this new life from the round.

It was patience

It gave Archie more joy than

he ever had found. He had not given up when the outlook was g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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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elped that little seed that depended on him. And the tree brought him
apples, in time, that were sweet.
Archie could eat.

It brought even more apples than

It grew strong, broad, and beautiful; ever so tall

from the patience and hope for a seed once so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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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Words
This simple story contains a powerful lesson. Your encouraging words
can lift someone up and help him or her make it through the day. Your
destructive words can cause deep wounds; they may be the weapons that
destroy someone's desire to continue trying - or even their life. Your
destructive, careless word can diminish someone in the eyes of others,
destroy their influence and have a lasting impact on the way others
respond to them.
A group of frogs was traveling through the woods, and two of them fell
into a deep pit.

All the other frogs gathered around the pit. When they

saw how deep the pit was, they told the two frogs that they were as good
as dead.
The two frogs ignored the comments and tried to jump up out of the pit
with all of their might. The other frogs kept telling them to stop, that
they were as good as dead. Finally, one of the frogs took words of what
the other frogs were saying and gave up. He lay down and died.
The other frog continued to jump as hard as he could. Once again, the
crowd of frogs yelled at him to stop the pain and just die. He jumped
even harder and finally made it out.

When he got out, the other frogs

said, "Did you not hear us?" The frog explained to them that he was
almost deaf. He thought they were encouraging him the entire time.
This story teaches two lessons:
1.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 encouraging word to

someone who is down can lift him or her up and help that person make
it through the day.
2.

A destructive word to someone who is down can be what it takes to

kill him or her. Be careful of what you say. Speak life to those who cross
you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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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words: It is sometimes hard to understand that an
encouraging word can go such a long way. Anyone can speak words that
tend to rob another of the spirit to continue in difficult times. It is a
special individual who will take the time to encourage another. Be special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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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ds.
★ 왼쪽 칸의 영어에 알맞은 우리말을 빈 칸에 적어보시오.

appreciation
respect
admiration
awareness
blessed
celebrate
cherish
commend
compassion
express
faith
generous
genuine
grace
grateful
gratitude
honored
jubilation
kindness
sincerity
thankful
thoughtful
treasure
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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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1쪽
affectionate
attentive
available
believable
brave
caring
considerate
discerning
easygoing
empathetic
faithful
forgiving
generous
giving
honest

애정깊은, 사랑 넘치
는
세심한, 주의깊은
쓸모있는, 유용한
믿을 수 있는
용감한, 멋진
염려하는, 동정하는
인정있는, 사려깊은
보는 눈이 있는
태평한
감정을 함께 하는
충실한, 믿을 수 있
는
관대한, 인정많은
아량많은, 고결한
느끼게하는
정직한

humorous

익살스러운

kind
loving
loyal
nice
optimistic
punctual
reliable
responsible
sincere

친절한
사랑이 담긴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흐뭇한
낙관적인
시간을 잘 지키는
믿을만 한
책임있는
진지한

sweet

달콤한

thoughtful
trustworthy
warm
warm-hearted

사려깊은
신뢰가는
포근한
마음이 따뜻한

disrespect
disregard
hostility
ignorance
partiality

불경
무시, 경시
적의, 적개심
무지
불공정

2쪽
disagreement
dislike
hate
hatred
discord

불일치, 불화
싫음, 혐오
미움, 미워하다
증오, 원한
불화

3쪽
우정은 행복을 더해주고,

슬픔을 덜어주며 기쁨으로 배가되며, 슬픔을 덜어준다.

진실한 우정은 오직 평등함에서만 이루어진다.
우정은 천천히 이루어졌을 때, 굳건하고 오래가게 된다.
끝이 좋으면 모든게 다 좋다.
4쪽
사랑은 모두에게, 믿음은 몇몇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악한일을 하지 말라.
삶의 비밀이란 아주 훌륭한 친구를 갖는 것이라네.
진실한 친구야말로 두 몸속에 하나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다.
5쪽
모두를 사랑하라, 소수만 믿어라,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나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친구들이다: 가장 좋은 친구들.
George, 기억하게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는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네.
진실한 친구란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이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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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나에게 이 말은 여러 가지 우정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우정은 하나하나가 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그대의 후원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대의 오랜 벗일 수도 있으며, 여전
히 친한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정이란 나름대로의 과정을 따른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모두를
사랑하고, 소수만 믿어라’는 격언을 지킨다면 올바른 친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친구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우러러보고 따라야할 앞서가는 친구이
며, 또 하나는 우리와 여행길을 함께하는 친구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닦아놓은 길을 따라
돌아올 수 있는 친구이다.
7쪽
친한 친구와 가증스련 적은 언제나 내 정서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항상 그들
을 새롭게 다듬어왔다. 그리고 내 어리석은 생각은 그리도 긴밀하게 엮어있어서 친구와 적이 똑같은
사람속에 혼재해 있었다.
8쪽
화살의 노래
나는 화살 하나 공중에 쏘았네.
그것은 땅에 떨어졌다. 어딘지는 몰라도;
왜냐면, 하도 빨리 화살이 날아갔기에, 눈이
날으는 화살을 따를 수 없었기에.
나는 노래 하나 공중에 띄웠네.
그것은 땅에 떨어졌다. 어딘지는 몰라도;
왜냐면 어느 눈이 날카롭고 강한 시력을 갖고 있으랴,
날아가는 노래를 따를 수가 있으랴?
오랜, 오랜 후에, 어느 떡갈나무에서
나는 화살을 보았네, 아직도 성한 모습 그대로의;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어느 벗의 가슴 속에서 다시 발견하였네
9쪽
대화의 시간
한 친구가 길에서 나에게 소리친다.
그리고 말의 속력을 의미 있는 도보로 낮춘다.
그러면 나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괭이질을
아직 못한 주변의 언덕을 죽 둘러보고는
그 자리에서 외친다.무슨 일이야?
안 돼, 대화 할 시간이 없으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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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랑한 땅에 날을 위로 세워서,
나의 괭이를 쿡 박으니 높이가 5피트다.
나는 터벅터벅 돌담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우정의 대화를 나눈다
10쪽
독 묻은 나무
친구에게 화가 났었네
내 분노를 이야기했더니, 화가 사그라들었지
내 적에게 화가 났었네
입다물고 있었더니, 분노는 자꾸만 자라났지
나는 그것에 물을 주었네 두려움 속에서
밤이나 아침이나 나의 눈물로
나는 그것에 햇살을 쬐여주었네 은근한 웃음과,
상냥한 거짓 계략으로
그랬더니 그것은 밤낮없이 자라나
마침내 빛나는 사과 한 알 맺었네
나의 적은 그 열매의 반짝임을 보았고
그것이 내 것이란 것을 알고서
나의 뜰로 숨어 들어왔다네밤이 하늘을 가리웠을 때.
아침에 나는 기쁘게도 보네
나의 적이 나무 아래 뻗어 있는 것을
11쪽
나 거기 있을게요.
당신과 나 약속해야 해요
우린 다시 서로를 구해야 해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거기 있겠어요
손을 뻗어서 당신에게 닿을 거에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 거기 있겠어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옆에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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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위에 내 꿈의 세계를 짓겠어요
당신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강한 사랑을 가지고 거기 있겠어요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지탱해 주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기쁨과 웃음으로 채울래요
함께 있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거기 있겠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을게요
헌신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길게요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께 갈게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옆에 있을 거에요
당신 주위에 내 꿈의 세계를 짓겠어요
당신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강한 사랑을 가지고 거기 있겠어요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지탱해 주겠어요
만약 당신이 다른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일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그녀는 나보다 당신에게 훨씬 나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내가 거기 있겠어요
내가 거기 있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기 가 있겠어요
내가 거기 있을께요
내가 거기 있을께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때면 언제나 내가 거기 있겠어요
13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대 지치고
한없이 작아질 때면,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을 때
나 눈물 모두 닦아 주리라.
나는 당신과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친구하나 주위에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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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그대 위한 다리 되리라.
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그대 위한 다리 되리라.
그대 지쳐 있을 때
그대 거리를 헤매일 때
어둠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도
나는 당신을 다독거리리
당신이 편이 되어 드리리.
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그대 위한 다리 되리라.
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그대 위한 다리 되리라.
멈추지 말고 나아가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멈추지 말고 지나가세요
그대에게 환한 빛 찾아오리니
그대 가진 꿈들이 모두 현실 되리니
그대의 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 만약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대 뒤를 따라 갈 거예요.
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다리되어
그대 마음 편히 해 주리오.
이 세상 험한 물결을 건너는 다리되어
그대 마음 편히 해 주리오.
15쪽
친구가 많은 토끼
정글에 사는 토끼 한 마리가 다른 동물에게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토끼와 친구가되고
싶어했습니다. 어느날 토끼는 사냥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려고 했
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토끼를 태우고 사냥개에서 멀리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자기 주인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다른 동물들이
토끼를 반드시 도우러 올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황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
다. 황소의 뿔로 사냥개들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소가 대답하기를, “미안해, 어떤 아가씨
와 약속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친구 염소는 네가 원하는 걸 해줄거야”. 그렇지만 염소는 만약 토끼
를 태웠다가 토끼가 다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양이라면 도움을 줄 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토끼는 양에게 찾아가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은, “친구야! 다른 때라면
괞찮은데. 사냥개는 토끼만 잡아먹으려는게 아니라 양도 잡아먹으려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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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토끼는 마지막으로 송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송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친구들이 그
랬던 것처럼, 송아지는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사냥개들이 거의 가까지 다가왔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가며 운좋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16쪽
두 친구
어느 날 두 친구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이사람은 아픔을 참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모래위에 글을 썻습니다.
--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리다.
그들은 계속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
은 사람이 물 속에 빠져들었으나 그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자 바위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뺨을 때리고 목숨을 구해 준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 넌 모래 위에 그 사실을 적었어. 이번에는 바위위에 사실을 새겼어. 왜 그랬
지?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일을 모래위에 적어야 돼, 그래야 바람이 글씨를 다
지워버릴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우리는 그 일을 바위에 새겨야
돼. 그래야 바람도 그 글자를 지울 수가 없어.
17쪽
얼마나 좋은 친구이던가!
피오나 페이머스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여자애였습니다. 그녀는 명랑하고 영리하며 누구나와 잘
어울렸습니다. 피오나가 그렇게 인기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누구에게
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생일에 반 친구 모두를 초
대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많아서 아주 바빴으
므로 거의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우 행운아였습
니다. 어느 여자애들도 학교서나 집밖에서 그녀만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정의 날’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이날 모든 사라들이 그들의 가
장 친구 친구 세명에게 세가지 선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피오나는 그녀의 친구 수십몀 중에서 세 친
구를 선택하는 일을 즐거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물이 다 주어지고 친구들이 선물을 가지게

되자 피오나만이 선물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기분에 몇시간이
나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아무도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다니... 모두들 그녀에게 찾
아와서 잠시동안 그녀를 위로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녀에게 잠깐만 다가왔다 가
버리곤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피오나가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번이나 해 준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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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녀가 좋은 친구이며 친한 동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친
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하고도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관
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러한 일들이 진정한 우정을 만들기에는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펑펑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어디에서 자기가 친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내 딸 피오나야.”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해주었습니다. “너는 몇 마디 좋은 말이나 미소만으로는
친구를 만들 수 없단다. 네가 진짜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솔한 애정과 시간을 주어야만 할
거다. 진정한 친구를 가지려면 너는 언제나 좋은 때든 나쁜때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단다.”
그러자 피오나는, “ 전 모두에게 친구가 되고싶어요. 저는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며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내 사랑스런 딸아,”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모두와 함께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
모두와 함께할 만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두서명의 진짜 친구만을 갖는 것이 좋단다. 나머
지 친구들은 그저 학급 친구이거나 알고 지내는 정도이면 돼, 그들 모두가 너와 친한 친구가 될 순
없단다.”
이 말을 들으며, 피오나는 그녀의 친구사귀는 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진짜 친구 서너명을 가지기로.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낼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를 기꺼이 도와
주곤했습니다. 어머니는 피오나가 싫어나는 것이며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견디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피오나를 용서해주고 아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야!
피오나는 너무 좋아서 함빡 웃음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구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쪽
말이란 우리 생각을 그러냅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
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지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살펴보면 당신이 생각
하고 있는 좋은 생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긍정적인 일을 할 때
는 이 말들이 힘을 주게 되지요. 우리의 말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
어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여자 분이 자기의 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돈을 벌고 싶어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긍정적인 말들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였습
니다. 실제로 그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부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부자가 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했습니다. 실망이지요.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한 일
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힘든 일이 되어버렸지요. 당신이긍적으로 선택한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결과를 정확히 그려내는 말들을 실제로 사용해보세요.
별 노력없이 쉽게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면 그 말들을 사용해보세요. 당신이 만약 편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축복받고 싶으시다면 그 일들을 말하세요. 다 말해보세요.
당신이 맘에 두고 있는 긍정적인 말을 표로 만들어둔 것을 다음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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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당신이 어떤 기분을 갖는 지 주의깊게 알아보세요. 당신의 삶에 실제로 단
어들이 와 닿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들에 기분이 좋아지는가요? 어떤 말들이 눈물을 쏟게
하는가요. 긍정적인 마음속에 이 단어들을 담아두세요.
20쪽
Active
Alive
Animated
Beaming
Cure
Complete
Courageous
Energized
Enthusiastic
Flourish
Freedom
Healing
Healthy
Heart
Light
Lively

활기있는, 생생한
생기넘치는
살아있는듯한
기쁨에 넘친
치유, 회복
완전한, 전부 갖춘
용기있는, 씩씩한
힘이 넘치는
열정적인
전성기, 번영
자유
치유
건강한
애정, 용기
가벼운
생기있는

Miracle
Motivate
Natural
Nourish
Nourished
Perfect
Refresh
Relax
Shine
Sparkling
Strong
Therapeutic
Thrive
Well
Wholesome
Wonderful

기적
동기를 주다
자연스런
(희망)마음에 품다,
양분이 있는
완벽한
새롭게 하다
편안, 평온
맑음, 좋아함
재기넘치는
힘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번성하다
능숙한, 만족스런
건강해보이는, 유익한
훌륭한, 굉장한

22쪽

heart
devotion
family
caring
happiness
happy
trust
forever
romance
sweet
kiss
hug
warm

심장, 사랑하는 사람
헌신, 열애
가족
돌봄
행복
행복한
믿음, 신뢰
영원히
연애, 즐거운 시간
달콤한
입맞춤
껴안음
맘이 따뜻한, 포근한

friendship
affection
cherish
beloved
dear
enthusiasm
agape
worship
patriotism
romantic
platonic
loving
yearn

우정
애정, 감동
소중히 여기다
사랑하는, 소중한
귀중한, 사랑스런
열심, 감격
비타산적인 사랑
숭배, 찬미
애국심
낭만적인
순수한 사랑의
사랑스런
그리워하다

23쪽
Love 반의어
disloyalty
dislike
indifference
neglect
sorrow
hate

불성실함
싫어하다
무관심
태만, 게을리하다
슬픔
증오하다

treachery
hatred
coolness
unhappiness
misery
en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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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원한, 혐오
냉정
불행
고통, 비참함
불화, 반목

24쪽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일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닌 것에 사랑받는 것보다는 당신의 지금 모습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더 좋
은 일이다.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만날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정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이다.
25쪽
두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두려움과 사랑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물러나게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열정과 설레임과 받아들이는 일을 삶이 주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속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에
게 용기를 준다.
사랑을 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주변의 모든 것
들이 더 좋아진다.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입맞춤을 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입맞춤을 하지 않는 사람
이다.
26쪽
천국의 모습을 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죽을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만이 우리
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
가?”라고 물기보다는 “당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던가? 나는 사랑에 빠진 아주 가난한 젊은이를 거리에서 만났다. 그의 모자는 낡았
고 옷도 다 헤져있었다. 그의 신발은 물이 들어갈 정도였으나 그의 영혼은 아름다운 별로 채워져 있
었다.
증오는 죄악이며, 사랑은 죄있음이다.
27쪽
자 이제 세가지만이 남아있다. 믿음, 희망, 사랑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리라.
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마음들이 있는게 사실이라면 뛰는 심장만큼이나 많은 사랑들이 있다.
28쪽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어렸어요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눈을 감으면
다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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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어요
여름 공기의 발코니에
불빛을 봐요
파티와 야회복을 봐요
사람들 사이로 걸어오는 당신을 봐요
안녕이라고 말하고 저는 알지 못하죠
당신이 로미오였단 것을
당신은 조약돌을 던지고
제 아버지는
줄리엣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셨죠
그리고 저는 계단에서 울었어요
당신에게 가지 말자고 빌면서
그리고 말했죠
로미오 저를 데리고 가요
저희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기다릴 겁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왕자가 될 것이고
전 공주가 되는 거에요
이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냥 알겠다고 해주세요
전 당신을 보기 위해 정원을 빠져나왔고
우리는 조용히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테니까
그들이 안다면 그니까 눈을 감으세요
잠시를 위하여 이 마을을 떠나요
당신은 로미오였으니까
전 스칼렛 레터였으니까
그리고 제 아버지가 말했죠
줄리엣에게서 떨어지라고
하지만 당신은 제 전부에요
전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빌고 있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로미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희만 있는 곳으로
기다릴게요
저에게 남은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왕자가 될 것이고
저는 공주가 될 거에요
이건 사랑 이야기에요 그냥 알겠다고 해주세요
로미오 저를 구해주세요 그들은 제게 어떤 기분인지 말하라 해요
이 사랑은 어렵죠
하지만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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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잘 풀어갈 수 있을거에요
이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그냥 알겠다고 해주세요
전 기다림에 지쳤어요
당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하며
당신에 대한 제 믿음이 희미해져갔어요
도시 외곽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에게 말했죠 로미오 절 구해주세요
전 너무나 외로웠어요
전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죠
제가 정상일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를 꺼냈죠 그리고 말했어요
줄리엣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혼자여서는 안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죠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얘기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가지러 가요
이건 사랑 이야기에요 그냥 알겠다고 해주세요
우리 둘 다 어렸죠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30쪽
나 영원히 너의 시중을 들거야
언제라도 손과 발이 되서
너의세상이 곧 내세상이야
넌 그럴 자격이 있으니
너에게 할만큼 해줄거야
왜냐면, 친구야
네가 웃어야,나도 웃어
언제든지
네가 웃을땐 나도 웃어
너의 입술, 나의 가장 큰 약점을
너에게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입술이 말하는대로 난 항상 할거야
내가 필요하다면
아주 먼곳에서라도 달려가겠어
네가 웃을땐 나도 웃어
네가 웃을땐 나도 웃어
열려있는 나의 마음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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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있는 모든걸 가져가
이건 무조건적인거야
앞으로 받게될만큼
넌 아직 아무것도 못봤어
난 너에게 아낌없이 더 해줄거야
왜냐하면
네가 웃어야,나도 웃어
네가 웃어야,나도 웃어
네가 웃어야,나도 웃어
난 웃는거지
네가 웃어야,나도 웃지
날 웃게 만들지
넌 어떤것도 부족하지 않게될거야
넌 내 삶의 해답이고 수단이야
너와 나 사이 중간엔 아무것도 없어
내 전부가 걸려있는거야
내카드는 테이블 위에 있고
난 기꺼이 뭐든 할거야, 그럴수있어
근데 난 너가 원하는대로 뜻을 굽힐거야
그게 내안에서 내리는 명령이야
네가 웃어야,나도 웃지
네가 웃어야,나도 웃지
네가 웃어야,나도 웃지
난 웃게되지
네가 웃어야,나도 웃지
32쪽
상상해 봐요.
상상해봐요, 천국은 없다고
하려고만 하면 쉽죠
우리 아래에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 뿐이라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나라들이 없다고
그러기 어렵지 않죠
죽이거나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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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내가 몽상가라고 하겠죠
하지만 나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대도 언젠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되겠죠
상상해봐요, 사유재산이 없다고
그럴 수 있나요
욕심부리거나 굶주릴 필요가 없고
인류애로 가득한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그대는, 그대는 내가 몽상가라고 하겠죠
하지만 나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대도 언젠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되겠죠
33쪽
애너밸리
아주 오래 전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알지도 모를 한 소녀가 살았지
그녀의 이름은 애너벨 리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는 일밖엔
소녀는 다른 아무 생각 없이 살았네
바닷가 그 왕국에선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만
나와 나의 애너벨 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지
천상의 날개 달린 천사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랑을
그것이 이유였지
오래전
구름으로부터 불어 온 바람이
나의 애너벨 리를 싸늘히 식게 했네
그래서 명문가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내게서 빼앗아 갔네
바닷가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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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속에 가두기 위해
천상에서도 반쯤밖에 행복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그녀와 날 시기했던 탓
그렇지 그것이 이유였지
(바닷가 그 왕국 사람이 모두 알 듯)
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그녀를 싸늘하게 하고
나의 애너벨 리를 숨지게 한 것은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그보다 강한 것
우리보다 나이먹은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그래서 천상의 천사들도
바다밑 악마들도
내 영혼을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버리지 못했네
달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꿈을 꾸지 않으면 비치지 않네
별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빛나는 눈을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네
그래서 나는 밤이 지새도록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신부 곁에 누워만 있네
바닷가 그 곳 그녀의 무덤가에
파도소리 들리는 그녀의 무덤가에.
35쪽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리
당신을 사랑하다 사랑하지 않으려,
기다리다 기다리지 않으려합니다.
내 가슴은 얼음에서 불길로 변해갑니다.
내가 사랑한느 사람이 당신이라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허리굽혀가며 증오합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하는 척도는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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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새해의 햇빛이 내 심장을
잔인한 빛들고 소진시켜버리겠지요.
진정 평온함에 들어갈 내 열쇠를 훔쳐가면서
이 이야기속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오직 혼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열과 진심을 다한 사랑이라서

36쪽
서로 사랑하라
그대들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가게나
그대들 죽음의 하얀날개가 그대들의 날들을 흘어지게 하더라고 함께 있을거네
아1, 그대들 신의 고요한 기억들속에서조차도 함께 있으라
그렇지만 함께 있음에도 거리를 두게나,
천국의 바람이 그 사이로 불어올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엔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편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 저희의 빵을 주되 어느 한편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고독하게 하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외로운 기타줄들처럼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간직하지는 말라
오직 삶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참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37쪽
어느 노인의 이야기
언젠가 누군가가 세상을 떳을 때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남아있게된다.
프레드 스토바는 살아오면서 한번도 사랑을 잊은 적이 없다. 그는 1940년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피오리아에서 그가 일찍 보았던 가장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로레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낭만스러움
속에는 언제나 행복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었다. 그는 세자녀와 네 손자를 두었다. 결혼하고 73년만
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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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는 96사인 지금도 상심한 마음을 달래가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가 세상을 뜨고 한 달 뒤
그는 지방방속국에서 여는 작곡 경연대회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는 음악가가
아니면서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방송에 나올 수 있게 스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지어 보냈다.
그는 “사랑스런 로레인”을 표현할 만한 음악적 재능이 없었으면서도 편지속에 가사를 넣어 보냈
다. 그린 슈 방송담당국은 너무 감동되어서 그의 노래를 방송에 내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
은 전 세계에 프레드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프레드의 편지’라는 단편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38쪽
엄마! 크리스마스예요!
내 아이들은 10년전 아버지를 잃은 뒤로 항상 나에게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집일도 도와주고 잔
디밭을 깨끗이 다듬어주기도 합니다. 이 큰 집안을 아이들 뿐 아니라 나 혼자 거두기에는 벅찬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상의했습니
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보였습
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독립하기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몸이 늙어가기도 해서
요. 내 딸 브렌다가 나에게 자기 집에서 성탄절 저녁을 함게 먹자고 했지요. 차를 몰고 가면서 차속
에서 성탄절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캐럴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도착했을 때 딸네쪽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딸네 집 옆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나는 딸을 돌아보았고 그려는 나를 보면서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스런 여섯 아이들이 돈을 저축해서 내 딸네 집 옆에 집을 마련했던 것이었
습니다. 물론 조금 작은 집이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내 딸 옆에 살게 되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내 딸이 내게 즉시 찾아올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다 바
쳤습니다. 나느 지금도 내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세를 내 주었지요. 그렇지만 아
이들이 내게 주는 것은 내 바램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 곳이 있을뿐 아니라 독립
하였다는 기분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9쪽
사랑의 비용!
한 꼬마가 부엌에서 저녁준비를 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적어둔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고 난 뒤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잔디 깍은 거

: $5.00

한 주 동안 방 청소한 거: $1.00
엄마 대신 장보기 한 거: $.50
엄마 장볼 때 동생 돌본 거: $.25
쓰레기 버린 거: $1.00
성적표 잘 나온 거: $5.00
마당 청소하고 낙엽 치운 거: $2.00
총 청구비용: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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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기다리며 서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적은 종이를 뒤집어 어머니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홉달 동안 보살핀 거 : 청구 않음
너를 위해 밤을 새며 함께 앉아 있고, 의사를 불러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준거 : 청구 않음
여태 네가 울던거 달래주고 너를 위해 시간을 보낸 거 : 청구 않음
무서워할까봐 저녁 내내 너랑 함께 밤 새워준 거 : 청구 않음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 코 닦아준 거 : 청구 않음
아들이 돈을 요청한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이 주는 비용 : 청구 없음.
꼬마는 자기 어머니가 쓴 글을 다 읽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엄마 사랑해
요.” 그리고는 그는 펜을 가져다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완전히 지불 됨!”
41쪽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그 어느것도 당신의 마음속 평화를
방해할만큼 강력한 것은없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모든 친구들에게 무언가
그들에게 있다고 느끼게 해 주세요.
모든 것들의 환한 빛을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좋은 일들만이 나타나도록 느끼게 해 주세요.
오로지 가장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오직 가장 멋진 것만을 기대하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만큼
다른 이들의 성공을 열정적으로 기원해주세요.
지난 날들의 실수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다가올 위대한 성취를 맛보게 하세요.
언제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웃어주세요.
스스로를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바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할만큼의 시간은 남겨두지 마세요.
걱정이 있을 때는 대담하게, 화가 날때는 고결하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강건하게,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행복하게 맞아들이면서.
당신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이세상에 모든 것들에게
허풍스런 말이 아니라 위대한 행동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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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당신편이라는 믿음속에서 살고
당신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에 언제나 당신의 진실을 다 하세요.
43쪽
restraint
perseverance
fortitude
moderation
passiveness
humility
sufferance
tolerance
endurance
nonresistance

금지, 억제
인내, 참을성
강한 참을성
완화, 절제
수동적임
겸손, 겸양
관용, 묵인
참음, 인내
인내, 감내
무정한, 복종

yielding
bearing
long-suffering
cool
self-control
submission
resignation
toleration
calmness
heart

순종하는
인내, 결실
오랜 고생
냉정함, 서늘한
자제심, 극기
복종, 순종
단념, 포기
관용, 묵인
평온, 침착
애정, 동정심, 심장

diligence

근면, 부지런함

passivity

무저항, 인내

endure
composure
poise

참다, 견디다
침착, 냉정
균형, 균형잡다

forbearance
persistence
backbone

삼감, 자제
지속성, 내구력
용기, 인내

44쪽
cruelty
denial
disagreement
harshness

잔학, 무자비함
거절, 부정
불일치, 부적합
거친, 가혹한

meanness
prohibition
mercilessness
refusal

천함, 야비함
금지, 금제
무정한, 냉혹한
거절, 거부

indifference

무관심, 냉담

selfishness

이기적인, 자기본위의

intolerance

불관용, 편협

greedy

욕심많은, 탐욕스런

45쪽
고통은 천국에 이르는 열쇠이다.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
인내를 감당하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리라.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46쪽
작은 인내는 큰 지혜로움의 가치가 있다.
인내는 지혜로움의 동료이다.
한순간의 인내는 커다란 재난을 막아준다. 한 순간의 성급함은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오직 즐거움만 있다면 용기와 인내는 결코 배울 수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을 견디려는 사람보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쉽다.
47쪽
자신에게 잘못 되어진 것을 인내로 견디는 것은 완전함의 표시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잘못 되어진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결점이 되며, 심지어는 죄악에 이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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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진짜 축복은 고통과 손해와 실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견뎌나가면 고
통은 합당한 보상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혜로움은 두가지 말로 요약된다:‘기다림 과 희망’
“그 어느것도 그대를 방해하게 하지 말라; 그 어느것도 그대를 실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
가리라; 하느님은 결코 변심하지 않는다. 고통은 마땅히 견딜만큼만 찾아온다.
48쪽
‘고통은 옷이 추위를 막아주듯 잘못된 것에 대한 보호막이 된다. 만약 당신이 추위가 깊어지면서 더
많이 옷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춥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크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
을 경우에는 그만큼 큰 인내로 견디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참고 견뎌야합니다. 그리고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해야합니다.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답이 주어질 수 없답니다. 문제
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지요.
49쪽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어둠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을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물들게 할 때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당신의 잠자리에 공포가 밀려와
더는 잠들 수 없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그리고 당신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둠이 언덕에서 내려와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으면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갈 길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있다는 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지요. 내가 있다는 걸.
50쪽
그대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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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예전엔 이렇게 힘들었던적이 없어요
지금 나는 그대를 그리워하고 그대가 내게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왜 가야만 했나요
(그이유를)가르쳐줬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혼자니까요
그대가 내곁에 있을수도 있었지만 내게 기회를 주지않았어요
그대와 같이하지않았던 곳은 내가 서있는곳보다 조금더 넓을뿐이죠(ㅡㅡ;)
그리고 내 모든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요
왜 (나를)피했나요
왜 당신의 자존심이 그대를 떠나게하고 숨게했나요
내가 두렵나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당신이 감추고있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나는 그대를 기다릴꺼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다림외에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니까요
내게 내가 시간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지말아요
만약 이 기다림이 내 남은 삶의 모든시간이 걸린다해도 말이예요
난 그대를 기다릴거예요
당신이 만약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예요
난 당신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하든
난 당신을 기다릴거예요
당신이 내게 전화한이후로 긴시간이 흘렀네요
어떻게 나를 잊을수 있나요
그대는 나를 미치게했어요
어떻게 떠날수 있나요
모든게 그대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무엇이 당신을 돌아오게 할까요
그대여 내가 그대한테 (돌아오게만드는 그 무엇)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나를 볼수없나요
그댄 아직 내 사랑안에있어요
나를 울게 버려두지말아요
왜 우리는 모든걸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수 없나요
예전처럼 돌아와요
내게 기회를 준다면 제대로 당신을 사랑할수있어요
하지만 그대는 충분치않다고 말할거예요
나는 당신을 기다릴거예요
만약 이게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면 나는 당신을 기다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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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쪽
기다려주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죠
아, 어떻게 홀로 살았는지
기다려요 당신 옆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잊어버릴거에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기다리지 말아요 나를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기다려요, 나는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요 당신 옆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잊어버릴거에요
내가 할 수 있을만큼 최선을 다했다는걸
당신도 알았어야한다는걸 느껴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믿을 거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다릴거란걸 알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죠
아, 어떻게 홀로 살았는지
기다려요. 당신 옆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잊어버릴거에요
내가 할 수 있을만큼 최선을 다했다는걸
당신도 알았어야한다는걸 느껴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믿을 거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다릴거란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Don't wait, turn me away.
기다리지 말아요 나를 외면해 버려요
당신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기다려요, 나는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요 당신 옆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잊어버릴거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죠
아, 어떻게 홀로 살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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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쪽
노자 도덕경 24장
발돋움하는 자는 서 있지 못하고, 걸터타는 자는 걸어가지 못한다. 스스로 내세우는 자는 뚜렷해지
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면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자랑하면 공이 없게 되고, 스스로 우
쭐대면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옳은 길을 따르면 자신을 내세우려는 일을 하지 않는다.
58쪽
지난 6년동안 나는 인내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바라면서 나는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주 중
요한 가치였었는데도. 나는 항상 내가 인내를 원할 때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지금 나는 만약 당신
이 인내심을 가진다면 당신을 거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를 잃었을 때 인내를 얻었습니다. 나는 때가 되면 결국 자유가 찾아오리라고 알고 있었습
니다.
나는 육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첫 이년은 최악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소한 것에서

부터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간에 너무 집착해서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이 가치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집에
돌아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어느 날인가는 그
가 집으로 갈 거라고 믿는 것이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나는 그가 나에
게 말했던 많은 것들을 왜 해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시간이 가는 것에 집중
하기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내가 풀려나게 될거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시
간이 쉽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나는 집에 돌아와 인내가 내게 가져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속에서
이 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삶이 힘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진다면 결국 댓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힘
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세요. 결국 어떤 식으론가는 인내심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9쪽
아키는 사과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사과가 달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과들이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밖으로 놀러갈 때마다 매일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 먹지도 않고
사과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과를 깡치까지 다 먹다가 씨앗을 발견했습니
다. 그게 무얼 까 신기해했습니다. 만약 씨를 심어 나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는 “야! 이거 굉장한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멍을 파고 깡치까지 씨앗을 심었습니다. 끄는 나무로 크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
습니다. 삽으로 씨앗을 잘 덮어 땅 속에 있는 씨앗을 잘 다독거리면서 작은 흙더미가 되게 하였습니
다. 그는 물동이에 물을 담아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
습니다.
어느 날 그는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될 거라는 작은 표시를 보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집에 왔
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기미가 없자 아키는 그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될지 의심이 들
었습니다. 초록 싹은커녕 아주 작은 잎도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사과나무 하나로 슬퍼할 만한 가
치가 있을까?

그는 씨앗이 자라지 않을 거라면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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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에 물을 주어왔습니다. 아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려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에
게 그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끔씩은 세상일이라는 게 우리가 맘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지. 어느 때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거든. 그러나 아무도 하
지 않으려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목표를 이루려는 꿈이 있고 아주 큰 희망이 있지.”
이 말은 아키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끈기있게 계
속해서 일을 하리라고 작정했습니다. 아키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씨앗을 찾았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 주면서 매일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를 뚫고 햇살이 비쳐 나오
듯 정말로 땅속에서 초록 잎이 싹을 돋우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 하늘을 향해
솟아나면서 새 나무가 자라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작은 잎을 보자 눈
물이 온 눈에 가득해졋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에 새 삶을 이렇게 가
져온 것은 그의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새 싹은 아키가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싹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의지하는 작은 씨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나무는 그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더욱, 아키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과를 주었지요. 나무는 더 크고 넓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았이었는데 희망과 인내로 큰 나무가 되었답니다.
61쪽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는 굉장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격려해주는 말들은 누군가를 기분
이 좋게 해 줄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의 하루를 의미있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당신의거친 말들은 깊
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누군가의 피어나는 꿈을 꺾어버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이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답니다. 당신의 거칠고 신중하지 못한 말은 다
른 사람들의 시선속에서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만들며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개구리 몇 마리가 숲을 지나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두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
요. 다른 개구리들이 웅덩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거들은 웅덩이가 깊은 것을 알고는 두 개구리
에게 이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구리는 이 말들을 무시하고 온 힘을 다해서 웅덩이 밖으로 나오려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그들에게 곧 죽게 될 거니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두 개구리중 한 마리는 다
른 개구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누워있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주 열심히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개구리들이 쓸데없이 고통
스럽게 뛰지말고 그냥 죽어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서 드디
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개구리들이 말했습니다. “너, 우리가 하
는 말 못들었어?” 그러자 살아나온 개구리는 자기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개구리들이 줄곧 자기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혀에는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해졌을 때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을 복
돋아주고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약해진 누군가에게 가혹한 말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신중해야합니다. 당
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세요.
말의 힘이란: 가끔씩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용기를 주는 말이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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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삶이 한없이 곤궁해졌을 때 그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가게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시간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63쪽 어휘
appreciation

감사, 존중

genuine

진심인, 거짓없는

respect

존경, 인사

grace

우아함, 호의

admiration

감탄, 칭찬

grateful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awareness

인지, 각성상태

gratitude

감사, 보은의 마음

blessed

즐거운, 축복받은

honored

명예로운

celebrate

축복을 내리다, 경축하다

jubilation

환희, 기쁨

cherish

소중히 여기다, 귀중히하다

kindness

상냥함, 호의

commend

칭찬하다, 추천하다

sincerity

성실, 성의

compassion

불쌍히 여김, 동정

thankful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express

나타내다, 명백한

thoughtful

사려깊은, 생각이 많은

faith

성실, 신의

treasure

보배

generous

관대한, 고결한

valued

귀중한,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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