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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오늘의 아침편지2014  9  29   

 

달콤한 흥분 

甘い興奮

시들어버린 감정을 비우고   

しおれた感情を空けて

신비와 미지의 무언가로 가득 찬 신선한      

神秘と未知の何かで、いっぱいに満たした新鮮な

감정을 채우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었다     .  

感情を満たすことは、実に喜ばしいことだった

나는 달콤한 흥분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私は、甘い興奮に虜になり眠れ

수가 없었다 차고 넘치는 행복을 .    

なかった。満ちて溢れる幸せを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誰かと分かち合い

싶어졌다. 

たかった

레프 톨스토이의 유년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 중에서-  《 , , 》  -

- レフ・トルストイの<幼年時代、少年時代、青年時代>より -

우리의 삶은*  

* 我々の人生は

때때로 달콤한 흥분이 필요합니다   .

時に、甘い興奮が必要です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전에 일찍, , ,  

愛で、感謝で、喜びで、以前に早く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와 미지의 신선한 감정     !

経験できなかった、神秘と未知の新鮮な感情！

그 짧은 한순간의 경험이 에너지가 되고     

その短い一瞬の経験がエネルギーになって

샘물이 되어 차고 넘치는 행복감에 젖게      

湧き水になって、満たして溢れる幸福感に濡れる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는.   

ようになります。誰かと分かち合わずには

못 견디게 만듭니다  .  

いれないようになります。

흥분 (興奮)  

명사[ ]興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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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다3  

타동사[ ]

차다[‘ ¹’の使役]

보태다( ) 補う; 埋め合わせる.

가득차게 하다(  ) 満たす; 詰める.

사로잡히다  

자동사[ ]

사로잡다[‘ ’の受け身]

생포되다( ) 生け捕られる; 生け捕りにされる.

얽매이다( ) (心·欲望などに)捕らわれる; とりこになる; ...

차다1  

자동사[ ]

満ちる.

가득하게 되다(  ) みなぎる; 一杯になる; 塞がる.

이지러진 데 없이(   ) (円いものが)欠けたところがない.

넘치다  

자동사[ ]

물 기운 등이( ·  ) あふれる; こぼれる; みなぎる.

어떤 감정이(  ) (感情に)あふれる.

過ぎる; 余る.

샘물  

명사 천수[ ]泉の水; 泉水; わき水.(= (泉水))

시들다  

자동사[ ]

꽃 풀 등이( ·  )(花·草などが)しおれる; しぼむ; しなびる; なえる; ...

풀이 죽다(  ) 元気がなくなる; 腰が弱くなる; 弱る; 衰(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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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오늘의 아침편지2014  9  30   

 

가을 건너는 소리  

秋を渡る音

낙엽 지는  

落葉が散る

오동나무와 밤나무 사이를 걷다가    

桐と栗の木の間を歩いて

나직한 거문고 소리 듣는다   

低めのコムンゴの音を聞く

명주실 같은 

絹糸のような

바람줄이 내 놓는  

風の糸がだす

가을 건너는 소리   

秋を渡る音

고창영의 시집 뿌리 끝이 아픈 느티나무 에-  《    》  

- コ・チャンヨンの詩集<根の先が病気のケヤキ>に

실린 시 가을 울림 중에서                 〈  〉  -

　　　　　　　　掲載された詩<秋の響き>より -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

* 秋が深くなっています

옹달샘에도 가을 건너는 소리 가 가득합니다 '   '  .

小さな泉にも'秋を渡る音'がいっぱいです

후르륵 낙엽지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처럼 들리고      

ひらひら落葉する音がコムンゴの音のように聞こえて

후드득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パラパラとどんぐりが落ちるおとが、雨の音のように

귓전을 두드립니다 아 가을이구나 . , !

耳元を打ちます。あ、秋だなあ！

가을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

秋が渡っています。

건너다  

자동사 타동사[ ][ ]

(向こう側に)渡る; 越える; 横切る.

(口から口へと)伝えられる; 伝わる.

(食事·順序などを)抜かす.

오동나무  

명사 식물[ ][ ] キリ(桐).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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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식물[ ][ ] クリ(栗)(の木).

나직하다  

형용사[ ](声·位置などが)やや低い.

거문고  

명사 음악 현학금[ ][ ] コムンゴ; (韓国の)琴.(= (玄鶴琴))

발음 재생けんし [絹糸]     

견사 명주실; .(=きぬいと)

보람줄  

명사 가름끈[ ](ひもの)しおり.(= )

느티나무  

명사 식물[ ][ ] ケヤキ(欅).

부사[ ]

鳥などが急に羽ばたきながら飛ぶさま: ばたばた; ぱたぱた...

少量の液体や麺などをすする音: するする; ...

귓전  

명사[ ]耳もと.

두드리다  

타동사 센말 뚜드리다[ ]たたく; 打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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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오늘의 아침편지2014  10  1   

 

우정이란
友情とは

내가 말하는 우정은   

私が言う友情とは

서로 섞이고 녹아들어 각자의    

お互い、混ざって溶ける各自の

형체가 사라지고 더는 이음새도    

形が消え、またつなぎ目も

알아볼 수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다      . 

わからないように完全に一つになった状態だ

만일 왜 그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万が一、なぜ彼を愛すかについての問いに

답해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   

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私はこのように答える

것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 

の意外に、ほかの表現の道がない

다만 그였기 때문이고  , 

ただ、彼だったから

나였기 때문이라고 . 

私だったからと

앙투안 콩파뇽의 인생의 맛 중에서-  《  》  - 

- アントワーヌ・コンパニョンの<人生の味>より -

물과 기름은*   

* 水と油は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

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

하나가 되려면 서로 잘 섞이고 잘 녹아들어야       

一つになろうとすれば、お互いよく混ざって溶け

합니다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인 상태.       ,

なければなりません。彼がまさに私で、私がまさに彼である状態

그가 단지 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

彼がただ彼だから、私が愛して

내가 단지 나이기 때문에 그와 사랑을      

私がただ私だから、彼と愛を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  

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こと、それが本当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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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정입니다 .

美しい友情です

섞이다  

자동사 섞다[ ][‘ ’の受け身] 混[交]ざる; 混[交]じる; 混ずる.

녹아들다  

자동사[ ]

溶け込む.

느낌 문화 속에( ·  ) (気持ちや文化の中に)染み込む.

형체 (形體)  

명사[ ]形体; 形; 姿.

이음새つなぎ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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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오늘의 아침편지2014  10  2   

축복을 뿌려요 

祝福をふりまきます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

息を深く取り入れて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축복이    

空気中にあるすべての祝福が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 하나하나에    

あなたの体の中に入って、細胞一つ一つに

퍼지기를 기원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   

広がるのを願いなさい。そしてだんだん息を

내쉬면서 당신 주위로 많은 기쁨과 많은 평화를,       

吐き出しながら、あなたの周りにたくさんの喜びと、平和を

뿌려요 이렇게 열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  

ふりまきます。このように10回繰り返します。そうすれば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동시에 세상을  ,  

あなた自身を治癒し、同時に世の中を

치유하는 데 일조할 겁니다   .

祝福するのに一助になるでしょう

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 중에서-  《 》  -

- パウロ・コエーリョの<アレフ>より -

축복은 씨앗과 같습니다*   .

*祝福は種と同じです

기쁨과 평화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喜びと平和も種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뿌린대로 거두고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둡니다     .

ふりまくままに、得られて、たくさんふりまくほどたくさん得られます

뿌리는 자의 행복과 기쁨이 큽니다    .

ふりまく者は幸せと喜びが多いです

뿌리는 일이 거듭 반복될수록    

ふりまくことが、重ねて反復するほど

치유의 힘이 커집니다  .

治癒の力が大きくなります

세상도 좋아집니다 .

世の中もよくなります

퍼지다  

자동사[ ]

(先が)広がっている; 広がる; 伸びる; 張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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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わさ·思想などが)広まる; 知れ渡る; 普及す...

(病気などが)広がる; 伝染する.

내쉬다  

타동사 들이쉬다[ ](息を)吐く; つく; 吐き出す.(↔ )

거두다  

타동사[ ]

준말 걷다(散らばったものを)集め収める; 取り入れる.[ ] ³.

(結果·成果を)得る; 収める.

징수 준말 걷다( ) (金などを)取り立てる.[ ] ³.

거듭  

부사[ ]重ねて; 更に; 繰り返し; 一応も二応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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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오늘의 아침편지2014  10  3   

가벼우면 흔들린다 

軽ければ揺られる

모든 물건은  

全てのものは

가벼우면 움직이고  

軽ければ動くが

무거우면 가만히 있다  . 

重ければ、じっとしている

도 는 움직이는 사물 가운데(道)     

道は、動く物事の中で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다    . 

動かず、じっとしている存在だ

그러므로 무겁고 고요한 것이라 한다    . 

それゆえ、重く静かなものであるのだ

무거우므로 모든 가벼운 사물을 실을     

重いから、すべての軽い物事を積める

수 있고 고요하므로 모든 움직이는 ,    

ことができ、静かなのですべての動く

사물을 지배할 수 있다   . 

物事を支配できる

최태웅의 노자의 도덕경 중에서- 《  》  -

- チェ・テウンの<老子の道徳経>より -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 人も同じです

가벼우면 흔들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

軽ければ揺られ続けて動きます

무거운 것과 고요한 것은 서로 통합니다     .

重いことと、静かなことはお互い通じます

가벼우면 시끄럽고 무거우면 고요합니다   .

軽ければうるさく、重ければ静かです

수조실종 껍데기를 따르면(隨照失宗), '   

隨照失宗、'皮に従えば

중심을 잃는다 는 뜻입니다 중심을 '  . 

中心を忘れる'という意味です。中心を

잃으면 무거움도 고요함도  

失えば、重さも、静けさ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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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라집니다 .

共に消えます

だまっている [黙っている]  

가만히 있다 

사물 (事物)  

명사 한문투의 말씨[ ]事物(*  ); 物事.

싣다  

타동사[ ]

짐을( ) 積む; (船·車·動物の背に荷を)のせる.

글 따위를(  ) (出版物に文·絵などを)載せる; 掲...

논에 물을(  ) 田などに水を溜める.

노자의 도덕경 老子の道徳経

껍데기  

명사[ ]

殻.

작은말 깝대기中身を包んでいる外皮; カバー.[ ] .

(花札で)点数のない札: かす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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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아침편지201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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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환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カン・ミョンファ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자신을 속이지 말자  

自分を偽らないで

나쁜 사람에게  

悪い人に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魅力を感じる理由は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人は誰でも自分自身の内面にある

악을 부정하고 싶어 하며 더 큰 악으로   ,    

悪を否定したいと思いながら、大きな悪で

그것을 감춤으로써 자신의 악이    

それを、揉み消すことで自分の悪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目に見えないようにする

위함이다.

ためだ

후지와라 히로시의 나에게 힘이되는 말의 선물 중에서-  《    》  -

- 藤原ヒロシの<私に力になる言葉の贈り物>より -

자신을 속이지 말자*   . 

* 自分を偽らないで

자신을 속이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自分を偽ることは、相手方を欺瞞する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면서 .    

間違った行為です。また、自分を偽りながら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할 것이라고     

相手方が、自分に誠実に接してくれるのだと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할 욕심일 뿐입니다     .

考えるのことは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貧欲にすぎません

언제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いつも自分を正直に表すことができる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堂々とした人になればいい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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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다  

타동사 속다[ ][‘ ’の使役]騙す; 欺く; 偽る; ごまかす; かつ...

감추다  

타동사[ ]

隠す.

(ある物を)隠匿する.

(感情·表情などを)秘密にする; 秘める.

정직 (正直)  

명사 속어[ ]正直; 真っ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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