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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소녀 미셀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말그대로

세상이 “블랙”, 어둠 그 자체인 인생이였다. 듣지도 못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었고, 많은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그녀를

떠나갔다. 짐승같은 삶을 살아가던 소녀는 어느날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그는 8살 소녀 미셸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게해 주었다.

그러나 사하이 선생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그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말하는 능력마저 잃게 된다. 미셀은 그런 사하이 선생에게 이제는

자신이 기적을 보여 주려한다. 회복되지 않는 병이라는 의사의 말처럼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사하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녀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

MONTHLY

당신의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 ‘말 그릇’을 키워 관계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

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에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에

게 끌리게 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의 말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말 그릇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개인의 감정과 공식, 습관을 알아본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나의 무

엇이 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된다. 3부와 4부에서는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기술’을 소개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말이고, 억

울하게도 그 말하는 기술이 매끄럽지 않으면 마음의 길도 막히기 십상이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대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듣기’와 ‘질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연습해본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찰해보고, 관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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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

죽는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Prelude’ and ‘The Pathway’ by Yun Dong-ju

읽기자료: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길’

Prelude

Let me have no shame

Under the heaven till I die

Even winds among the foliage

Pained my heart

With a heart that sings of the stars,

I'll love all dying things

And I must fare the path

That's been allotted to me

Tonight also the winds sweep over the stars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어

길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The Pathway

I have lost it. 

Yet I do not know what’s lost and where.

With both hands I check through my pocket. 

Now I am heading forward hugging around the wall, 

Which along repeats of same stone pieces does appear 

One after another.

With iron-gate locked hard, the wall does its shadow sprawl. 

And the path leads to even' from morning,

Then 'gain from eventide to the morning.

As I look up at sky while groping the wall in tears,

Shamefully in azure the sky appears.

Yet I'm walking through on this grassless pathway

For I’ve myself

On the other side of wall still thus stay,

And for I’m alive but to seek what I’ve lost my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