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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보낸 편지입니다2014  2  24   .

또 기다리는 편지  

また、待つ手紙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沈む夕日を眺めながら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今日もあなたを愛しました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日が暮れた空に、星が見えず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孤独な人々は、どこかに消えて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毎年、初雪が降り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明け方より、深い夜明けの島のふもとに座って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今日もあなたを愛することより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 

待つことが、さらに幸せでした

오늘도 저녁나절 혼자   

今日も、日暮れ前一人

아무도 없는 눈길을 걸으며    

誰もいない、雪道を歩きながら

정호승의 시 또 기다리는 편지 중에서-   <   >  - 

- チョン・ホスンの詩<また、待つ手紙>より -

그립기 때문에*   

* 懐かしいから

당신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あなたの手紙を待ちます

보고싶고 사랑하는 까닭에 더 기다립니다    .

会いたくて、愛する理由でさらに待ちます

편지에 늘 사랑과 행복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

手紙にずっと愛と幸せだけが詰ま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미움도 있고 아픔과 슬픔도 있습니다    .

憎しみもあって、痛みも、悲しみもあります

그러나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しかし、手紙を待つ心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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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행복합니다 우린 .  

いつも幸せです。我々は

혼자가 아닙니다 .  

一人ではありません

저물다  

자동사[ ]日や年が暮れる.

섬3  

명사 아어[ ]島; 島根[ (雅語)].

기슭  

명사[ ]

(斜面の)すそ; ふもと.

(川·海などの)岸.

저녁나절  

명사[ ]夕飯前の二三時間の間.

까닭  

명사[ ]

訳.

理由; 原因; 故; 由.

(事の)いきさつ; 込み入った事情; いわ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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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봐야지 엄마"  , "

"一旦してみなきゃ、母さん"

자라면서 아이는  

育ちながら、子供は

세상의 무수한 일들과 마주치겠지요   . 

世の中の無数なことと向かい合うことでしょう

그때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その時ごとに、一人で何かをするために

노력하는 용기와 배짱과 여행 중에 엄마에게      

努力する勇気と度胸と旅行中に母に

장난처럼 했던 말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 "    ~ 

いたずらのように言った"してないのになんでわかるの

일단 해봐야지 엄마 그 마음을  ."   

一旦やってみなきゃ、母さん"その心を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 

忘れないことを望みます。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それで十分です。

정유선의 아이와 함께 크로아티아 중에서- 《  , 》  - 

- チョン・ユソンの<子供とともに、クロアチア>より -

아이들에게는*  

* 子供たちには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

いつも新しい経験が必要です

엄마와 함께 하거나 엄마가 안내하고    

母とともにしたり、母が案内して

이끌어주는 경이로운 경험이면 더욱 좋습니다    .

導いてくれる驚異の経験があればさらに良いです

그 경험들이 쌓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その経験が積まれて、子供に自信感を植えつけ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일단 해봐야지    "  !"

どんなことにも、恐れず"とりあえずしなきゃ！"と

도전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도전해야 .  

挑戦するようになります。なんでも挑戦して

얻을 수 있습니다  .

得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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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부사[ ]向き合って; 向かい合って.

배짱  

명사[ ]

腹の中; 胸中; 心積もり.

肝っ玉; 度胸; 心臓; 太っ腹.

장난  

명사[ ]

戯れ.

(子供の)遊び.

意地悪なこと; 戯れ事; ざれ事; いたずら; 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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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쾌를 꿈꾸다 

全快を夢見る

나도 처음엔 완쾌를 꿈꿨다   . 

私も初めは全快を夢見た

병에 걸린 사람이면 누구나 씻은 듯이      

病気にかかった人なら、誰でもきれいに

낫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    . 

治るのが希望だ。しかし現実はそうではない

그리고 완쾌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꿈이라      

そして、全快とは、初めから誇張された夢だと

환자를 지치게 한다 갈 길이 너무 멀게  .     

患者を疲れさせる。行く道があまりに遠く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 막 공부를 .    

感じるからだ。今まさに、勉強を

시작한 사람이 수석합격을   

始める人が、主席合格を

꿈꾸는 격이다 . 

夢見る激だ

진수옥의 옛사람의 향기가 나를 깨우다 중에서- 《    》  - 

- ジン・スオク<昔の人の香りが私をおこす>より -

이런 병 저런 병*  ,  , 

* こんな病気、あんな病気

오만가지 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

五万の病気が、我々を疲れさせます

닭과 새까지도 신종병에 시달려 땅에 묻힙니다     .

鶏と鳥までも、心臓病にさいなまれ土に葬られます

병에 완쾌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病気に、全快はないというが、そうではありません

완쾌의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  

全快の希望をもって、力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희망을 잃으면 완쾌의 길은   

希望をなくせば、全快の道は

더 멀어집니다 .

さらに遠くなります

완쾌 (完快)  

명사[ ]全快; 全癒; 本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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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다  

자동사[ ]夢見る; 夢を見る.

타동사 뜻하다[ ]( ) 夢をいだく[描く]; 志す.

씻은 듯이   

성구 관용구[ · ]きれいさっぱりと; 洗ったように.

지치다1  

자동사 속어 속어[ ]くたびれる; ばてる[ ]; (へとへとに)疲れる; へたばる[ ].

막1  

부사[ ]

たった今; 今し方; 今しも.

ちょうど(その時); まさに.

발음 재생 표제어 수석首席合格[代表]    ( : )

수석 합격 대표 [ ]

격 (格)  

명사[ ]

格.

품위 등(  ) 品位; 柄.

의존명사[ ]

은 는(‘― ’·‘― ’の後について) ‘…ということ’の意.

깨우다  

타동사 깨다 자동사[ ][‘ ¹ [ ] 1.’の使役] 起こす; 覚ます.

괴롭히다  

타동사 괴롭다[ ][‘ ’の使役] 苦しめる; 悩ます; 煩わす; いじ...

발음 재생 표제어 묻히다故郷の土に葬られる    ( : )

고향 땅에 묻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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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정원 가꾸기와 독서   

祖父の園芸と読書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와   

祖父は園芸と

독서를 무척 좋아하셨다 채소와 사과  .  , 

読書をとても好きだった。野菜とリンゴと

갖가지 산딸기들을 힘들여 재배하면서    

さまざまな山イチゴを苦労して栽培しながら

할아버지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셨다    . 

祖父は、その中で楽しさを味わった

그런가 하면 독서를 통해 또 다른 기쁨을       

かと思えば、読書を通じてまたほかの喜びを

누리셨다 할아버지에게 독서는 쉼이며.    

享受した。祖父に読書は休みであり

즐거움이었다 정원 가꾸기와 독서는.    

喜びだった。園芸と読書は

분명 평화와 단순함을 가져다주는    

まさに、平和と単純さをもたらしてくれる

행위였으리라.

行為だったのだろう

캐머런 건의 프랭클린처럼 살아보기 중에서-  《  》  -

- キャメロン・ゴンの<フランクリンのように生きてみる>より -

정원 가꾸기와 독서는*    

* 園芸と読書は

서로 비슷하게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

お互い同じように通じる面があります

자기 삶의 마당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 

自分の人生の庭を美しく豊かにしてくれます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무성해져      

庭園をよく育てなければ、すぐに雑草が生い茂って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정원도 .   

美しさを失ってしまいます。心の庭園も

마찬가지입니다 물주고 가꾸지 않으면.    

同じです。水を与え、そだてなければ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정원 가꾸기와  .   

簡単に枯れてしまいます。園芸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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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할아버지에게도 좋지만  

読書は、祖父にもいい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育ちざかりの青少年にも

큰 자양분이 됩니다  .

大きな栄養分になります。

발음 재생彼女は園芸が大好きだった   

그녀는 정원 가꾸기에 열중했다   

채소 (菜蔬)  

명사[ ]蔬菜; 野菜; 青物.

사과 (沙果·砂果)  

명사[ ]リンゴ(林檎·苹果); アップル.

갖가지  

관형사 명사 가지가지의 준말[ ][ ](  ) もろもろ(の); 種種(の); いろいろ(の); さまざま...

힘들이다  

타동사[ ]

力をこめる; 力を入れる.

努める; 苦労する; 精出す; 骨おる.

재배 (栽培)  

명사[ ]栽培.

무성하다 (茂盛―)  

형용사[ ](草木が)生い茂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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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보낸 편지입니다2014  2  28   .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そばにいる人から

가장 가까이 있는   

一番そばにいる

사람들부터 행복하게 해주세요  . 

人から幸せにしてください

그러면 멀리 있던 사람들도    

そうすれば、遠くに離れている人たちも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 

あなたを探してくるでしょう

파울로 코엘료의 마법의 순간 중에서-  《  》  - 

- パウロ・コエーリョの<魔法の瞬間>より -

행복은* 

* 幸せは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

近くにあります

가장 가까운 사람에 있습니다   .

一番近い人にあります

때때로 이 사실을 깜박깜박 잊기 때문에     

たまにこの事実を、すっかり忘れるため

행복의 먼 길을 찾아 헤맵니다    .

幸せの遠い道をさがしてさまよ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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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보낸 편지입니다2014  3  1   .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선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ソニ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가슴에 핀 꽃  

胸に咲いた花

어느 곳에는 꽃이 핀다지요   

あるところには、花が咲きます

땅을 딛고 피는 꽃이 아니라    

土地を踏んで、咲く花ではなく

마음속에 핀 꽃이어라  

心の中に、咲いた花であれ

어느 곳에는 별 하나 뜬다지요    

あるところには、星ひとつ浮かぶでしょう

밤하늘에 뜨는 별이 아니라   

夜空に、浮かぶ星ではなく

그대 그리는 내 마음이어라   

あなたの描く私の心であれ

홍광일의 시 가슴에 핀 꽃 중에서-  《   》 - 

- ホン・ガンイルの詩<胸に咲いた花>より -

우리에게 지금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요*     ?

* 我々に今、純粋な愛があるでしょうか？

반짝이는 저 별이 보여주려 하는 것은 사랑이고      ,

輝くあの星が見せてくれるのは、愛で

따스한 햇살이 들려주는 것도 사랑인데 우리는    ,  

温かい日差しがもたたらすのも愛で、我々は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

この瞬間何を考えているでしょうか？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나설 때입니다     .

今、我々がその愛を探し出す時です。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この世の中のすべての問題の解決策は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

愛しかありません

딛다  

타동사 디디다의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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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다  

타동사[ ]

땅을( ) 踏む.

반죽을( ) (捏ねた小麦粉などを)踏み固めて麹を作(...

따스하다  

형용사 작은말 따사하다[ ](やや)暖[温]かい.[ ] .

햇살  

명사[ ](さんさんと降り注ぐ)太陽の光線; 陽光; ...

들려주다  

타동사 들리어 주다[ ][←  ] 聞かせる; 聞かせて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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