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524.txt
 2010년 5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1,405조회)

생애 단 한 번 
生涯たった１度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１度通り過ぎてしまったことは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もう一度戻ってくることはありません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そのときそのとき感謝するように、楽し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すべてのことが一期一会です。すべての瞬間は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生涯たった１度の時間であり、すべての出会いは

생애 단 한번의 인연입니다. 
生涯たった１度の縁です

- 법정의《일기일회(一期一會)》중에서 -
- 法頂の＜一期一会＞より -

* 지금 마시는 한 잔의 차,
* 今飲んでいる一杯の茶

다시는 마실 수 없는 단 한 번의 차입니다.
二度と飲むことができないただ１回の茶です

지금 주어진 조건과 인연을 지극한 마음으로
今与えられた条件と縁をこの上ない心で

감사하고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感謝して、偽りのない心で大切に思うとき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人生はさらに豊かになります。

건강하게 진화합니다.
元気に進化します

생애 [生涯]  
[명사] 生涯;一生(の間)。
누리다1  
[타동사] (富貴·長寿などを)享受する;味わい楽しむ。
지극 [至極]  
[명사·하다형 형용사] 至極;この上もないこと;最上。
진정 [眞情]  
[명사] 真情;いつわりのない心;まごころ。
진ː화 [進化]  
[명사·하다형 자동사] 進化。
<1> [명사·하다형 자동사] 生物が下等なものからしだいに高等·
複雑なものに発達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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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1,251조회)

기초, 기초, 기초 
基礎、基礎、基礎

기초부터 알기. 그것은 
基礎から分かること、これは

그레이엄 코치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었다. 
グラハムコーチが私たちにくれた、大きなプレゼントだった

기초, 기초, 기초.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基礎、基礎、基礎。大学教授でありながらたくさんの学生たちが

손해를 보면서도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을 보아 왔다.
損害を受けながらも、この点を無視していることを見てきた
 
당신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 
あなたは必ず基礎から、ちゃんとなじまなければならない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것도 
そうでなければ、どんなすばらしいことも

해낼 수가 없다. 
することができない

- 랜디포시의 《마지막 강의》 중에서 -
-  ランディー・パウシュの＜最後の講義＞より-

*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 家も基礎が丈夫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운동, 공부, 직업, 생활도 기초가 핵심입니다.
運動、勉強、職業、生活も基礎が核心です

작고 시시하고 귀찮아 보이는 것을 혼을 담아 반복하는 것,
小さく、つまらなく、めんどくさく見えることを魂をいれて反復すること

피눈물나는 반복 훈련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血の涙が出る反復訓練が基礎を丈夫にしてくれます

이를 건너뛰거나 대충대충, 허겁지겁 하게 되면
これは、飛び越えたり、おおざっぱに、慌てふためくようになれば

기초의 기초조차 기약할 수 없습니다.
基礎の基礎さえ約束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손ː해 [損害]  
[명사] 損害。
<1> [명사] 金銭や物質などの損失。
시시-하다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つまらない;くだらない;ばからしい;取るに足りない
혼 [魂]  
[명사] 魂;精神;霊魂。
담ː다  
<1> [타동사] (器に)盛る;よそう;入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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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동사] (うわさ, 悪口などを)口にする;口に出す;話題にする。
건ː너-뛰다  
<1> [타동사] 跳び越える;跳び渡る;跳び越す。
<2> [타동사] (順番を)とばす;抜かす。
대충-대충  
[부사] おおまかに;おおざっぱに。
허겁-지겁  
[부사·하다형 자동사] 非常にあわてふためくさま:あたふたと;いそいそ。
기약 [期約]  
[명사·하다형 타동사] 時期をきめて約束すること。

그레이엄
Graham

랜디 포시 (Randy Pa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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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1,295조회)

자기 감정 조절 능력 
自己感情調節能力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私たちがすでに持っている

엄청난 거인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並外れた巨人の能力をずっと昔に忘れたまま

감정적으로 늘어지거나 기분 나쁜 감정 상태에 빠지는 
感情的で、驚いたり、気分の悪い感情状態に陥る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場合が、どれだけ多いかを考えれば驚ざるを得な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절 가능한 자기 감정을 
とてもたくさんの人々が、自ら調節可能な自分の感情を

다스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처방에 의지한 채 
収めることができず、一時的な処方を頼りにしたまま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私たちが調節できない外部環境に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自身をゆだねている

- 앤서니 라빈스의《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중에서 -
- アンソニー・ロビンスの＜君の中に眠っている巨人を起こせ＞より -

*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 全く同じような条件と環境でも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ある人は幸せを、ある人は不幸を感じます

모든 것은 바깥 조건이 아닌, 자기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すべてのことは、外の条件ではなく、自身の感情から始まります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호흡'과 '명상'입니다.
自身の感情を収めるよい方法が’呼吸’と’瞑想’です

'길고 깊고 가늘고 고요한' 호흡 한두 번만으로도
’長く深く細く静かな’呼吸１、２回でも

평정심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平常心を得ることができ’無心になる’瞑想を

통해서도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通じでも、自身の感情を収めることができます

까마득-하다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까마아득하다’の縮約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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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아득-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距離が)はるかに遠い。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ずっとむかしのことだ;はるかにむかしのことだ。〔큰말〕까마아득하다 〔준
말〕가마득하다
처ː방 [處方]  
[명사] 『의학』処方。
<1> [명사] 症状に応じて薬を調合する方法。
의지 [依支]  
<1> [명사·하다형 타동사] もたれること;頼ること, また頼り。
내ː-맡기다  
<1> [타동사] (仕事などを)任しておく;委ねる;放任する;依託する。
<2> [타동사] 成り行きに任す。
<2> [명사·하다형 타동사] 何かをたよって力を得ること。
바깥  
<1> [명사] (内に対する)外;外側;家の外;戸外;表。
<2> [명사] 夫の異称;(家庭内の女に対して)男。
비롯-하다  
<1> [자동사]｛타동사·여 불규칙활용｝ (その時から)始まる。
<2> [자동사]｛타동사·여 불규칙활용｝ (多くの中で)最初となる;初めとする。

앤서니 라빈스 (Anthony Ro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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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1,208조회)

무엇으로 생명을 채우는가? 
何で生命をみたすのか？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아 
私たちの生命はとても、短く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나 
世の中にうらやむことがない資産家や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연명하는 거지나 
通りでギターを弾きながら、生きながらえる乞食や

결국은 똑같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結局は、まったく同じ一塊の土に返るものと決まっている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ただ違う点があるとすれば、ある人は

꿈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고, 
夢と愛で自身の生命を満たし

어떤 사람은 공허와 실망으로 
ある人は、空虚と失望で

생명을 채워나간다는 점이다.
生命を満たしていくという点だ

- 이옌의《천만명의 눈물》 중에서 -
- イ・イェンの＜１千万名の涙＞より -

* 무엇으로 생명을 채우는가?
* 何で生命を満たすのか？

이 물음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この問いは、このように変えることもできます

당신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우는가?
あなたは、何で時間を満たすのか？

무엇으로 가슴을 채우는가?
何で胸を満たすのか？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가?
何で、どうやって生きるのか？

모두 같은 물음입니다.
すべて同じ問いです

꿈과 희망, 사랑과 감사, 자족과 긍정,
夢と希望、愛と感謝、満足と肯定

이런 '생명의 효소'들로 당신의 시간과
このような’生命の酵素’であなたの時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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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을 채우고 있나요?
あなたの胸をみたしていますか？

짧다  
<1> [형용사] (時間·長さ·高さなどが)短い。
<2> [형용사] (学識·考えなどが)足りない;浅い。
거ː지  
<1> [명사] 乞食;ものごい;ものもらい。
<2> [명사] 人をさげすんで言う悪口。
연명 [延命]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延命;寿命を延ばすこと;長生きすること。
<2> [명사·하다형 자동사] むかし, 守令が観察使にはじめてまみえた儀式。
줌ː2  
[의존명사] 一握りの分量;握り;つまみ。
공허 [空虛]  
[명사·하다형 형용사] 空虚。
<1> [명사·하다형 형용사] 中に何もないさま:から;虚ろ;空っぽ。
자족 [自足]  
[명사] 自足。
<1> [명사] <하다형 자동사>自ら満足に思うこと, またその満足。
효소 [酵素]  
[명사] 『화학』 酵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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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5,341조회)

지금은 조금 아파도 
今は少し痛くても

범서야, 
ボムソよ

삶은 마치 조각 퍼즐 같아. 
人生はまるで、ジグソーパズルのよう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실망과 슬픔의 조각이 
今君が持っている失望と悲しみのかけらが

네 삶의 그림 어디에 속하는지는 많은 세월이 지난 
君の人生の絵のどこに属しているのか、多くの年月が流れて

다음에야 알 수 있단다. 지금은 조금 아파도, 남보다 조금 
次に分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今は少し痛くても、他人よりちょっと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네가 느끼는 배고픔, 
遅れているようでも、今の君が感じる空腹

어리석음이야말로 결국 네 삶을 더욱 풍부하게,
おろかさこそ結局君の人生を一層豊かに

더욱 의미있게 만들 힘이 된다는 것, 
一層意味あるようにさせる力になること

네게 꼭 말해주고 싶단다. 
君に、話してあげたかったんだ

- 장영희의《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중에서 -
- チャン・ヨンヒの＜この朝の祝福のように花の雨が＞より -

* 의사는 아이가 울어도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 医者は子供が泣いても、注射針を刺します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몸 깊숙한 곳에 칼을 댑니다.
患者が悲鳴をあげても、体の深いところにメスを入れます

살을 에는 고통 너머 치유의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肉をえぐる苦痛を超えて治癒の喜びを眺めるためです

지금의 비명과 고통, 실망과 슬픔, 목마름, 배고픔,
今の悲鳴と苦痛、失望と悲しみ、のどの渇き、空腹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 그 모두가 내 인생을 
ばかげて見えるかけら、そのすべてが私の人生を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퍼즐들입니다. 
豊かにする必ず必要なパズルです

사람은 아프면서 자랍니다. 
人は痛がりながら育ち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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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 속에 깊어집니다.
試練の中で深くなります

뒤ː-떨어지다  
<1> [자동사] 後に残る。
<2> [자동사] 後れる;遅れる;立ち後れる。
어리석다  
[형용사] 愚かだ;間抜けだ;ばかだ。
에ː다1  
<1> [타동사] えぐる;えぐり出す;切る。
<2> [타동사] (心痛させる)えぐる;突きさす。
너머  
[명사] (山·垣などの)向こう;向こうがわ;…越し。
바늘  
[명사] (縫い物·編み物·時計·釣り·注射器などの)針。
꽂다  
<1> [타동사] 差し立てる;差し込む;差す。
<2> [타동사] 刺す;挿す;さし込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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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85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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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송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チョ・ソ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今私が立っているここ

이 지도에서 
この地図で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냐고,
今私が立っているところはどこかと

그건 여행자에게 있어 중요한 시작이며, 
それは旅行者にとって重要な始まりであり

절대적인 의무이기도 한 일이다.
絶対的義務でもあるひとつだ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마음에 두는 일, 
今現在いるところを心にとどめておくこと

그것은 여행을 왔다고 해서 
それは、旅行に行ったとしても

달라지지 않는다.
変わらない

- 이병률의《끌림》중에서 - 
- イ・ビョンリュル＜魅力＞より -

* 여행을 하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 旅行をして道を忘れるときがあります。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そのとき地番重要なことは、今私がいるところを

아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면 
分かることでしょう。地図から私がいる位置を正確に探し出せれば

갈 길이 보입니다.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いく道が見えます。生きていくことも同じです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いくらつらくてもいま、私がいるこの場所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면, 지나온 길이 
この瞬間に、心を尽くせば過ぎた道が

감사해지고 나아갈 길도 
感謝して、進む道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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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드러냅니다.
姿を現します。

좋은 글 주신 조송희님게
いい文章を書いてくださったチョ・ソンヒ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끌림   魅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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