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녀석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녹화해서 1분 방송나가는 착한 녀석들 입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　　　　　　5分録画して1分放送に出る「착한 녀석들」です。
새해가 됐다고 이렇게 오프닝코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新年になったと言ってこのようにオープニングコーナーをくれました。　拍手お願いします。
이 시간대가 시청율이 가장 안 나온대요
この時間帯が視聴率が一番悪いそうです。
솔직히 작년 연말시상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正直昨年の年末の授賞式を見ながら　　　　ひとつ分かったのがあります。
연초부터 잘 할 필요가 없더라고
年明けから頑張る必要が無いんですよね
딱 10월부터만 잘 하면 돼      막빡이처럼!
丁度10月から頑張ればいい　　　　「막빡이」のように
그래서 오늘은 설렁설렁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1월달이니까요
それで今日は適当にやることにしました　　　　　どうせ1月ですから。
상 줄 것도 아니잖아?
賞はくれないんだろう？
그럼, 이 춥고 외로운 겨울에
それではこの寒くて淋しい冬に
우리 외로운 착한 녀석들을 달래 줄      쏠로 예쁜 여성분들 어디 안 계십니까?
我ら淋しい「良子野郎」を癒してくれるソローの可愛い女性たちどこか
손 한 번...
手をちょっと・・・
예쁜 여성분이라는거죠?
可愛い女性ってことですよね？
쏠로건 아니건간에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ソローだろうがじゃないだろうが　　　あなたが気に入ってます
당신에게 내 사랑이 담긴      목걸이를 드려도 될까요?
あなたに私の愛が込められた　　　ネックレスを上げてもいいでしょうか。
머리는 감고 다니시고요
髪は洗ってくださいね
기분 좋습니까?
気持ちいいですか?
그럼 이제 슬슬      그 목걸이의 비밀을 알려 드릴까?
それではもうそろそろ　　　そのネックレスの秘密を知らせましょうか？
이거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これは本当にすまなくなりました
그 목걸이 문방구뽑기예요
そのネックレス文房具からの「？」です
괜찮아 괜찮아 10월부터 웃기면 돼
大丈夫、大丈夫、10月から笑わせたら良い
잘 할 필요없어 연초니까
頑張る必要ない年明けだから
1월이야 1월
1月だよ1月
자 그럼 이제      나의 외로움은 해결된 것 같고...
さ、それではもう　　　私の寂しさは解決されたようで・・・
- 우리 막내      - 예, 형님
我がちび　　　　　え、兄貴
니 사랑을 찾아 가야지?      오늘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나?
お前の愛を探して行かねば、な？　　　今日、気に入った女性の方いるかい？
- 바로 찍어놨습니다 형님      - 어딨나?
すぐに目をつけておきました　　　　　どこだ？
여기 있습니다
ここにいます
- 꼬실 수 있겠어?   - 자신 있습니다 형님           - 어떻게 꼬실건데?      
口説けるかい？　　　　　自身あります　　　　　　　　　　　どうやって口説くつもり？
그런 방식이라면 꼬실 수 있을거야      긴장하지 말고
そうんな方式なら口説けるだろう　　　　　緊張しないで
================================================================
깨닫다: 悟る
달래다:                          달래주다: 
찍다:                            찍어놓다: 
꼬시다: 口説く、誘う
말다: 
================================================================

2. 고교천왕

선배(김준호): 일권이! 안일권이!      
후배(안일권): 예, 선배님!
선배: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제패한 고교천왕이야!
　　　　我らは誰だ？　　　　このコブシ一つで全国の高校を制覇した高校天王なんだ 
       엄마 보고싶어
후배: 선배님이 먼저 이렇게 가출하자! 그래 놓고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先輩が先に家出しようと言っといて　　　　　　　　　　弱い姿を見せてどうするんですか？
선배: 우리 뭐 먹고 살아?                                   
　　　　俺たち何を食って生きるの？
후배: 제가 그래서 볼펜 준비한거아닙니까?
　　　　それで私がボールペンを用意したじゃありませんか。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강매하면 돈 많이 벌수 있어요
　　　　ここでこれを押し売りしたら沢山儲かりますよ
선배: 이거 버스야!
        야! 들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누구냐?하면      북산고의 김준호 안일권입니다
　　　　みなさん、こんにちは。私ども誰かと言うと　　　　　北山高校の　　　　～　　　です
        이 볼펜 좀 사주시면      저희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このボールペンを買ってくれたら　　　　この冬をわたくしどもがちょっと暖かく過ごしてみます
행인: 야! 누가 임마       버스안에서 볼펜 팔라그랬어?
　　　　おい！誰がバスの中でボールペン打っても良いって言った？この野郎
        어? 이 어린 놈들이 이거      볼펜 파는 게 나쁜 짓인줄 몰라 임마?
　　　　ガキのくせに　　　　　　　　　　ボールペン売るのが悪いことっていうのが分からないのか？
        누가 임마 이런데서 볼펜 팔라그랬어 임마?
       니네들 그거 당장 치우라고..
　　　　お前らそれ即刻しまうように・・・
        이 자식들이...
       팔지 말라면 팔지 마!
　　　　売るなったら売るな
        팔지 말라면 팔지...
        너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안되겠네... 이거
　　　　お前そのままじっとしてろ　　　こいつらはだめだな
후배: 야 붙어! 붙으라고!
행인: 남았어
후배: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야! 빨리 묶어!
        그래 너 다 묶었지? 덤벼!     
행인: 반대쪽
        운동화 끈만 묶으면...
후배: 이 자식.. 미안하다그러면 봐 줄려그랬는데.. 일어나!
　　　　このやろう・・・　すまんと言ったら許してやろうと思ったのに・・・立て！
         미안하다그러면 봐 줄려그랬는데      너 죽었어!
행인: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고      이 자식들이 이거.. 누가 볼펜을 팔라고.. 미안해!
        누가 볼펜을 팔라고 그래?      미안해
        볼펜 팔지 말라고 할 때..      미안해!
        팔지 말라고 할 때 팔지..      미안해
후배: 꺼져!
선배: 야!      이거 달리는 버스야!
후배: 선배님 자리 났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팔게요 선배님 쉬세요
　　　　先輩席が空きました。座ってください。　　　　　私が売るから先輩は休んでください
친구(김대범): 야 이리로 와 봐!
         이것들 가출했다그러더니  여기 와있네?
　　　　こいつら家でしたと聞いたらここに来ている 
        야! 집에 들어가라 응?
후배: 니가 뭔데 간섭이야? 사람 많은데서..
　　　　お前は何者で干渉してるんだ？人も多い所で・・・
친구: 난 가출한것은 더이상 못 참는다      집에 가라고!
후배: 야! 여기 보는 사람 많다 응?                    
친구: 그래서 어쩌라고?          
후배: 좋은 말로 할 때 손 내려놔라!
　　　　やさしい言葉で言っている内に手を放せ！
친구: 집에 들어가라고! 진짜..
후배: 놓으라고.. 놔!
친구: 아유 이것들이 진짜..
선배: 야! 김대범이!      우리 가출했다
　　　　おい！　　　　　俺たち家したぞ
         너 이리 와 봐!
친구: 이게 미쳤나 진짜..
선배: 이리와 보라구!
친구: 야 왔다 어쩔건데?      
선배: 앉아서 가 다리아퍼
　　　　座っていけよ足疲れるんだから
친구: 나 오늘 왜이래 이거 진짜.. 
행인: 이 자식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난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야 이번에는 무슨 역이었냐? 
후배: 선배님 이번에는 부자동네입니다
         애들 오면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신발도 뺏고 옷까지 다 뺏는거야
선배: 오케이 알았어!
요리 와!              다 죽었어 응?
야! 이리 오라고!      가져 와 이 자식아!    시계도 내놔! 이 자식아
おい！こっちに来いって！　　よこせこのやろう！　　時計も出せ！このやろう
가져와!      야! 다 내놔!

=======================================================
그래 놓고: 그렇게 해 놓고 , ~해 놓고
~거아닙니까?: ~것 아닙니까?
그랬다: 그렇게 했다 , ~고 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더니
=======================================================



3. 정리정돈

보스: 우리 세계에선 항상 뒤끝이 깔끔해야 돼
        항상 이 정리정돈 뒤끝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알았어? 수금한거 가져와
       이걸 수금이라고 해 왔어?      이걸 수금이라고 해 온거야?
        멍청한 자식
세찬: 죄송합니다
보스: 근데 세찬아      지난번에 내가 말한 중요한 문서 어떻게 했냐?
세찬: 형님 제가 누굽니까?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놨습니다.
보스: 가서 CD로 구워와  
세찬: 예, 알겠습니다. 
         뭐야? 문서 어디갔어?   아휴 진짜.. 문서 어디 간거야?      진짜 이거 형님한테 죽었다..
         이거 어떻게.. 형님한테 죽었어..      내가 뭐라고 얘기 해야 되는거야...
형님, 큰일 났습니다      
보스: 무슨 일이야?
세찬: 문서가 없어졌어요  
보스: 문서가 없어져?
        이 자식이 아주 매를 벌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이 자식이 아주 죽을려고 환장했어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그냥.. 버릇없이 굴어
       도대체 문서관리를 어떻게 한거야?
       올라가! 이 자식아      이 녀석이..
       올라 가!
세찬: 형님 너무 높습니다
보스: 넌 도대체...      없어지면 다야?
        이 녀석이 아주..      못되먹었어 이 녀석아!
세찬: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그럼 컴퓨터로 저장하기전에      종이로 된 문서가 있었을거 아냐?
세찬: 형님 그게 말입니다..
보스: 이 자식이 설마.. 버렸어?
        이 자식이..      어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종이는 종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분리수거 뒤끝 깔끔하게 하란 말야! 
세찬: 명심하겠습니다
보스: 어쨌든 해킹한 놈은 반드시 찾아내야 돼! 
세찬: 예 알겠습니다
후배: 아이고~       형님 이거 오래간만 입니다?
보스: 아이고 이거 찌꺼기파 아냐?
       여전히 더럽구만?
       그래 무슨 일이야?
후배: 형님 저한테 천만원만 주셔야겠어요
보스: 내가 너한테 돈을 왜줘?
후배: 그럼 나도 이 문서를 못 주지
보스: 너 이리 안 가져와?      이 녀석이 감히 나를 협박해?
       암만 협박해 봐라      내가 그 돈을 주나
후배: 그럼 나도 이 CD 못 주지!
보스: 야! 이 자식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분리수거 하란 말이야!
세찬: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겁대가리 없이 와서 해킹을 해?
          해킹을 해?
          해킹을 해 이 자식아!      아주 못되먹었어
보스: 해킹은 못된 짓이야      멍청한 짓이고
       하여튼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지?
후배: 누굴 거지로 아나?
보스: 해킹은 나쁜 짓이라고      멍청한 짓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녀석이..
        주변사람 힘들게 하지마라 이 녀석아
세찬: 형님 말 듣는 게 좋을거다 이 자식아
        알아들었으면 가라! 이 자식아
후배: 이거 미친 놈들 아냐? 이거..
함께: 항상 정리정돈! 뒤끝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
깔끔하다: 
멍청하다: 
매를 벌다: 
환장하다: 
오냐오냐하다: 
버릇없이 굴다: 
못되먹다: 
알아듣다: 
========================================================

4. 왜 그러니?

고추장: 안녕 만나서 반갑다!      안녕 만나서 반갑다!
            나, 전국구 고등학교 학교짱    고추장이야!      고추장이야!
          아, 참 나 이거..
            시간이 이런데 애들 왜 이렇게 안 오니?      아, 참 나 이거..
김열공: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 전국구 고등학교 모범생 김열공이라고해
고추장: 왔어?
김열공: 아, 안녕
고추장: 너 애가 늦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김열공: 오늘 숙제 내가 다 해 줄게 
고추장: 정말이야?
            나 열공 너만 믿는다?      - 응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니? 근데 왜..      - 올 때 됐는데?        - 아, 참 나 이거..
이강남: 안녕? 난 강남에서 전학 온  하루용돈 30만원 이강남이야
고추장: 넌 제일 늦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이강남: 내가 오늘 니 숙제 다 해 줄게
고추장: 정말이야?
           얘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뒷북치니? 왜 뒷북치니?
김열공: 고추장 네가 참아      - 아니 왜?
            넌 섹시 하잖아
고추장: 그건 그렇지?
            내가 너 때문에 봐줬다
김열공: 강남아!      그 빵 되게 맛있겠다?
이강남: 아, 이거?      이게 바로 강남애들만 먹는다는 강남빵이야
고추장: 강남빵?  강남빵?       가져와 봐!
이강남: 안돼! 강남애들만 먹는거야
고추장: 좀만 먹게 가져와 봐!
이강남: 안돼, 안된다니까?
            너 이거 떨어트리고 왜 그러니?      못 먹게 왜 그러니? 애가 도대체 왜 그러니?
김열공: 너 애가 왜 이렇게 못됬니?      왜 이렇게 못 됐니?
            강남아! 뺐기기전에 빨리 먹어
이강남: 너네 어쩌란 거니?
            땅에 떨어진 걸 먹이고 어쩌란 거니?
            이 지저분한 걸 먹이고 나보고 어쩌란 거니?
고추장: 내가 먹였니? 얘가 줬지      내가 먹였니? 얘가 줬지
========================================================
뒷북치다: 
참다: 
========================================================

5. 명품남녀

남정미: 실례합니다.       저기.. 혹시.. 조현민씨?
　　　　　失礼します。　　　　あのう・・・もしかして・・・　～さん？
조현민: 누구..(시죠)?
　　　　　どなた・・・（でしたっけ）？
남정미: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네요
　　　　　はじめまして。　　　私がちょっと遅れましたね
조현민: 아, 남정미씨?              - 아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남정미: 늦어서 죄송합니다
　　　　　遅れてごめんなさい。
조현민: 그건 뭐예요?
남정미: 요즘 봄철엔 자외선도 너무 따갑고.. 자외선이 그렇게 피부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近頃春場には紫外線も強く・・・紫外線がそんなに肌に良くないんですってね
조현민: 그래서 하나 사신거예요?      - 오다가 하나 훔쳤어요
　　　　　それで一個買ったんですか？　　　来るとき一個盗みました
            아, 훔치셨구나?
　　　　　あ、盗んだんですか・・・
남정미: 요즘 같은 봄철에는 썬캡이 필수품이죠
　　　　　このような春場にはSunCapが必需品ですよ
조현민: 실례인데.. 쓰고 계시지 말고 좀 벗으세요  답답한데
　　　　　失礼ですけど・・・かぶっていないで取ってください、見る側が息苦しいですから
남정미: 하도 오래 쓰고있었더니 답답한지도 모르겠네
　　　　　ずっとかぶっていたら息苦しいのも分かりませんね
조현민: 정미씨는 굉장히 연약하신 것 같아요?  피부가
　　　　　～さんは非常にか弱いようですね、肌が
남정미: 예, 제가 아기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はい、子供みたいだという話をよく聞くんです。
조현민: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일단 정신차리시고 식사부터 하시죠
　　　　　そんな話じゃないけど・・・とりあえず目を覚まして食事からしましょうね
웨이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메뉴판 쳐다 보세요
　　　　　メニューを睨みつけてください
조현민: 자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해산물전문점인 것 같아요
　　　　　あんまり食べてなくて分からないけど　　　　　見たら海鮮物専門店みたいです
웨이터! 해산물 뭐 있나요?
웨이터: 해산물요?
          저희집은 불가사리 튀긴거      그리고 불가사리 조림..  불가사리 샤브샤브...
　　　　　うちはクラゲの揚げ物　　　　　　　　そしてクラゲの煮込み　　　クラゲのシャブシャブ・・・ 
           그리고.. 다시마 까지 있습니다
조현민: 다시마 주세요      - 다시마로요?
             근데 다시마는 어떻게 나오나요?
웨이터: 혹시 오소리라면 아세요?
            그 봉다리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다시마 두 개를 드립니다
조현민: 그럼 그렇게 주세요    
웨이터: 그렇게 드릴까요?
            그리고 저.. 오신김에      오소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두 분 노세요
　　　　　二方遊び続けてください
조현민: 밝게 사시는 거 같아요
　　　　　明るく生きているようですね
남정미: 현민씨! 근데..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낯이 좀 익은거 같은데..
　　　　　ところで～さん、私たちどこかで会いました？　　　見覚えがあるようですが・・・
         혹시 무슨 일 하세요?
　　　　　どんなお仕事していますか？
조현민: 죄송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 South Gate Choice Choice 입니다
　　　　　すみません。申し遅れましたね。　わたし・・・
남정미: South Gate Choice Cho.. 현민씨!      그럼 남대문에서 골라 골라 하세요?
조현민: 예, 뭐 그런 셈이죠
　　　　　はい、そんなところですね
남정미: 어쩐지 남대문에서 봤다 했어요
　　　　　どおりで南大門で見たなと思いました
조현민: 정미씨도 공연보시러 남대문 자주 오셨나요?
　　　　　～さんも公演を見に南大門へよく来てたんですか？
남정미: 저희 둘째 아들 옷 사러 자주 가거든요
　　　　　次男の服を買いによく行くんですよ
조현민: 결혼 하셨어요?      이거 다행입니다
　　　　　結婚したんですか？　　これは幸いです
남정미: 현민씨 항상 하시던 퍼포먼스 좀 볼 수 있을까요?
　　　　　～さん、いつものパフォーマンスを少し見せてくれませんか？
조현민: 물론 예술가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겠죠?
　　　　　もちろん芸術家なら場所に縛られずでき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ね
         가만 있어봐라.. 무대가...
　　　　　さてと・・・舞台が・・・
           아, 이걸 무대로 하면 되겠네요
           여긴 남대문이고..
           1막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Children Go! Children Go!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아줌마 사! 아저씨도 사!      자! 아동복 쎄일!
행인: 아동복 쎄일?       - 아저씨 이거 내거예요!
남정미: 야 가! 내가 골랐잖아? 가!
　　　　　行け！　私が先に取ったろう？
           너무 멋있으세요
조현민: 그건 그렇고 정미씨      정미씨는 요즘 무슨 일 하세요?
　　　　　　ところで～さん　　　　　　～さんは、最近どんな仕事していますか？
남정미: 아무래도 이제 봄이 왔잖아요?
　　　　　　もう春が来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
           따듯해지고 날씨도 풀리고 했으니까
　　　　　暖かくなり天気も穏やかですから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 분들 모시고  필드 나가려고요
　　　　　親しんでいた近くの知人たちを連れてFieldに出るつもりです
조현민: 필드요? 그럼 필드에서 하시는 일이?       - 예, 쑥 뜯어요
　　　　　Fieldですか?　そしたらFieldでなさる仕事って？　　　　　え、山菜を摘んでいます
           아, 쑥을 뜯으시는구나?
남정미: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쑥과 마늘을 많이 먹였어요
조현민: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남정미: 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때 먹었었던 그 쑥의 맛을  잘 잊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인사동이라고  인간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동호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쑥도 먹고      쑥도 뜯고..
         얼마 안 있으면 많이 모아 놓은 쑥으로  개떡 파티 할건데 한번 오세요
조현민: 개떡파티요?      아니? 이런 개떡같은 일이
남정미: 근데 반드시 오실 때      화이트와인 지참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조현민: 막걸리?                     - 예, 막걸리면 되요
웨이터: 두 분 떠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다시마 나왔습니다
=============================================================
훔치다: 
답답하다: 
쳐다보다: 
몰다: 
그런 셈이다: 
구애받다:           구애되다
고르다: 
날씨가 풀리다: 
어리다: 
떠들다: 
=============================================================

6. 남자체험

자! 너희들이 직접 남자가 돼서      남자에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거야
이름하여 남자체험!
남자체험? 재밌겠다
자! 따라와 분장하러 가자!
어머! 선생님 이거 가면...      진짜 감쪽같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잘 됐다! 이번 남자체험을 통해서      남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봐 알았지? 화이팅!
하나야 너 정말 분장 잘 됐다      어쩜 이렇게.. 다 어디다 감췄니?
어머! 어딜 만져? 징그러워!
우리 사람있는데로 가보자 빨리      - 그럴까?
아, 정말 날씨 좋다
우리 좀 앉을까?
어머! 하나야!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자인줄 들통나겠다 얘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앉아야지
봐! 팔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못 하겠다     
왜 못해? 그냥 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하면 돼
잘 봐! 요렇게 하면 돼
남자들은 이런데에서 이런거 시켜먹더라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하는       정말 이기주의자들이야
맞아! 이기주의야      얼마예요?
여기 5천원있어
1500원 줘
여기 7천원요
요기다 걸쳐 놔야지
먹는 것도 남자처럼 먹어야지
그럴까?
어머! 쟤..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양철수아냐?
우리동네 양철수다 어떻게하지?
우리 지금 남자잖아      이 기회에 복수해주자!
그럴까?
얘! 너 이리 와 봐! 얘
그렇게 하면 안되지      좀더 무섭게 목소리를 더 깔고
얘! 너 뭘 꼬나보니? 뭘 꼬나보냐구?
사내 자식들이 계집애들처럼.. 야!
어머 어딜 만져?
아침부터 재수없을라니까 진짜..
어머! 저 자식이 정말..       - 야 니가 참어
아무데나 침 뱉는 거 봤지?                    - 저런 애들이 환경오염의 주범들이야
양철수 때문에 단추 떨어졌어
여기 있다!
여기도 하나 있다!      내가 주워줄게
다 보인다 얘! 다 보여!
정말 남자체험하기 힘들다
힘들지만 나는 재밌는걸?
오늘 남자체험의 결론은      남자는 애완견이야
가끔 지저분한 짓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볼수록 사랑스럽고 귀엽잖아!
==================================================================
낱낱이 파헤치다: 
따르다: 
감쪽같다: 
징그럽다: 
들통나다: 
못하다: 
시켜먹다: 
걸치다: 
괴롭히다: 
재수없다: 
사랑스럽다: 
==================================================================

7. 깔깔이

야! 원석아      - 응?
요즘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니?      - 그래도 웃고 살아야지!
내가 아까 낮에 동생하고 집에서  삼겹살에 상추 싸 먹으려고 했거든?
아니 근데 집에 상추가 없는거야  그래서 동생을 상추 심부름 보냈거든?
아니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까지도 집에 안 들어오는거야
야! 큰일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깻잎 싸 먹었어
너 갑자기 왜 그래?                        - 내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이어폰을 항상 꽂고 다녔더니 귀가 이상해졌는지 소리가 잘 안들려
심지어 내 방구소리도 안 들린다니까!
너 되게 심각하다.     이 약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니가 먹어야겠다
이 약 먹으면 귀가 밝아져?
방구소리가 커져!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혹시.. 경기도 산본에서 오신 안혜경씨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산본에서 오신 안혜경씨!
좋은 말로 할 때 드세요. 말로 할 테니까
혹시 산본에서 오신 안혜경씨 계시면요
재밌게 보세요!
김일희씨 한테는 어떤 인물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런 놈이예요
제가 방금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립을 쳤잖습니까?
그래서 개그에는 팀웍이 중요한 거예요
조원석씨는 팀웍!      혹시 팀웍의 반대가 뭔지 안세요?
개인 플레이!                - 니 얼굴이 그래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말이죠      수 많은 네티즌들이
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느냐?
아니 왜 웃으세요?                                 - 너도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볼 만 하다
지금도 또 니네 끼리 얘기 하잖아?
이번엔 김일희씨 한테 말 한번 오래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지한걸로
개그맨으로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개그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그가 뭐냐 하면요  코메디하고는 달라요
개그는 짧은 시간안에 관객에게  말과 행동으로 웃음을 주는겁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못 웃겨?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달라
가만히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 사람이 말이 좀 심하네
매주 보면 말이야!     당신 나와서 우리한테 이상한 질문만 하고
웃기는 건 우리 둘이 다 웃기잖아!      당신 뭐야? 날로 먹겠다는거야?
날로 먹겠다는거냐고!
잘 생기면 됐지 웃기기까지 해야돼?
아니 뭐야!      그럼 난 괜히 웃겼잖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
2007년 깔깔이 처럼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와요!
===================================================
쓸데없다: 
심하다: 
===================================================


8. 같기도

같기道 : 

무림의 지존은 누구인가?      춤을 이용한 절대무공 같 . 기 . 도 .

연습하자!
이건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야!
이건 윙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어? 사부님!      무슨 책을 그렇게 보십니까?
이 책에는  같기道의 모든 비법이 쓰여져있다
비법?       저 주십시오!
내꺼야!
네 이놈들!
무도인(武道人)이 되기전에  인간이 되라고 했거늘!
내 너희들에게 이 책을 주느니...  차라리...!
이건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화 왔다! 멧세지인듯...
이게 전화가 온거냐 멧세지가 온거냐?
받아 보십시오
이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멧세지를 보는 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뭐야? 알겠습니다!
누굽니까? 사부님
세계 무도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와! 기회다 기회!
사부님 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인사 하는 것도 아니고   웨이브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줍는 것도 아니야
어찌됐건 우리가 우승이야!
이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마이클잭슨도 아니야
아니! 너는 건물주인?
여긴 수도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밀린 것도 아니야
네가 왠 일이냐?
똑똑히 들어라!
세계 무술대회는 우리가 나간다!
너희들 같이 하수(下手)는   집에서 부엌일이나 해!
헛소리 하지마! 우리가 우승 할거다!
저 오라고요?
이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야
나의 공격을 받아라!
남의 제자 이지만 너무나 탐이 난다
시간 나면 연락해 고기 사줄테니까
너희들 같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온라인 댄스 게임이다!
Good!     Great!       Perfect!      Mis!
Good!     Perfect!      Great!      Mis!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으로 빨리 귀가해 주십시오
안되겠다! 같기道 3 Combo!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피었습니다!
이건 무궁화도 아니고 우리집도 아니야
역시 너의 무공(武功)은 최고다
너의 무공(武功)에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물개도 아니야 이건
코너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야
=============================================
밀리다: 
탐나다: 

=============================================

9. 대화가 필요해

아들: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저 용돈 좀 주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お母さん、お父さん帰って来たら　　　お小遣いちょっと上げなさいと言ってください
엄마: 네 용돈인데 니가 얘기해라
　　　　お前のお小遣いだからお前が言いなさい
아들: 제가 얘기하면 화부터 내잖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僕が言ったら怒りから出すじゃないですか　　言ってくださいよ
엄마: 네가 얘기 해라      난 못 하겠다
　　　　お前が話しなさい　　私はできない
아버지: 밥 먹자
　　　　　食べよう
아들: 엄마.. 엄마..
아버지: 내 다리다
　　　　　俺の足だぞ
            뭐 할 얘기 있나?
　　　　　何？言いたい話でもあるのか？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밥이나 먹어라
　　　　　ご飯食べたまえ
아들: 이런 대화없는 우리집 분위기  정말 싫다
　　　　こんな会話の無いうちの雰囲気本当に嫌だ
        숨이 막히고 미칠 것만 같다
　　　　息苦しく狂ってしまいそうだ
        이런 우리집이 너무 싫다
　　　　こんな家がとても嫌いだ
        우리 아버지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다
　　　　父も嫌、家も嫌で全部嫌だ
아버지: 다 들린다
　　　　　全部聞こえてるぞ
          쓸데없는 생각 하지말고 밥이나 먹어라
　　　　　余計なこと考えないでご飯食べなさい            
　　　　　저놈 저거 밥 먹는거봐라      끄적끄적..
　　　　　こいつご飯食べっぷり見ろ、ほら　　　
            비실비실 해 가지고..      군대나 갔다와야 남자가 되지
            에이그 참..
아들: 맞다! 아버지 얘기 나온김에 군대얘기나 좀 해 주세요
　　　　そうだ！お父さん　話が出たついでに軍隊の話してください
아버지: 됐다 임마!
　　　　　くだらん
아들: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월남전 갔다왔다 하던데 얘기 좀 해 주세요
　　　　このあいだ聞いたら、ベトナム戦争に行ってきたそうですけど、話してください
아버지: 다 옛날 얘기다
　　　　　　　昔の話だ
아들: 그러지 말고.. 궁금하잖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そうおっしゃらずに・・・気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　　　話してくださいよ
아버지: 그 때가 아마..      1972년도 였을거야
　　　　　あの時はたぶん・・・　　1972年だったな
엄마: 너희 아버지 면제(免除)다
아버지: 그 때 면제를 받았지
            그걸 뭐 하러 얘기하나?
　　　　　何でそんなこと言うんだ？
엄마: 또 거짓말 하려고 했죠?
　　　　また嘘付こうとしたんでしょ？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하고..
아버지: 됐다! 내 앞으로 너랑  얘기 한 마디라도 하나 봐라!
　　　　　もういい！これからあんたと一口もしゃべらないからな！
엄마: 저도 잎만 열면 거짓 하는  당신이랑 얘기 안 할겁니다
　　　　私も口さえ開けたらうそをつくあなたとは話しませんよ
아버지: 하지마라!
            동민아!      네 엄마한테 물 한 잔 떠오라고 해라
　　　　　お前の母にお水持って来いと言え
아들: 엄마 물..
엄마: 직접 떠다 먹으라고 해라
　　　　自分で持ってきて飲みなさいと言え
        동민아! 네 아버지보고 
        밤마다 전화만 받으면 기를 쓰고 나가는데 어디가냐고 물어봐라
아버지: 동민아! 아빠 콜택시 한다고 해라
            동민아! 네 엄마한테   오늘보니까 영화배우 닮았다고 해라
            괴물!
아들: 그만 좀 하세요
         제 앞에서 진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僕の前で恥ずかしくないですか？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단 말이예요
　　　　僕はお母さんとお父さんが喧嘩するのが世の中で一番嫌いなんですよ
엄마: 보세요!   빨리 얘기 좀 하세요
　　　　　　　　　　早く何とか言ってあげなさいよ
아버지: 동민아!
            손 좀 치우라고 해라!
　　　　　手をはなせって言え！

10. 사랑의 카운슬러

세윤: 안녕하세요?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이예요
　　　　こんにちは。　　　愛のカウンセラー　～　です。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 주실거죠? 강유미씨!
　　　　今日はどんな愛の物語を聞かせてくれるのですか？
유미: 세윤씨! 요즘 왜 이렇게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最近何でこのように私の髪を引っ張るんですか？
       그런 건 초등학교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하는 유치한 장난이라고요
　　　　それは男子小学生が好きな女の子に仕掛ける幼稚ないたずらなんですよ
세윤: 유미씨!      아직도 내 맘 모르겠어요?
　　　　～さん、まだ私の気持ちが分からないんですか？
        내가 유미씨 머리를 잡아당기는 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私が～さんの髪を引っ張るのは痛めるためなんですよ
유미: 짓궂군요!       난 세윤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意地悪ですね！　　私は～さんが私のことを好きだからやったと思ったのに意外ですね
세윤: 솔직히 사랑이란 감정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正直、愛という感情は二人で感じるものだけど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것 만은 아닙니다
　　　　必ずしも二人が同時に感じるとは限りません
        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감정을 느낄수도 있는거죠
　　　　一人は愛をするけど　　　もう一人は違った気持ちを感じることもありです
        함께 보시죠      엇갈리는 남녀!
　　　　一緒に見ましょう　　　すれ違った男女！
유미: 건너편 건물에 새로 이사를 온 젊은 남자
　　　　向かいの建物に新たに引っ越してきた若い男
       왠지모르게 호감 가는 인상이다
　　　　何となく好感を感じる人相だ
        근데 갑자기 그가 돌아보며      큰 소리로 내게 인사를 했다
　　　　ところで彼がいきなり振り向きながら　　　大声で私に挨拶をした
        난 쑥스러워서 커튼을 닫아버렸다
　　　　私は恥ずかしくてカーテンを閉めてしまった
        왠지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뭐지?
　　　　理由が分からず胸がどきめく理由は何だろう

세윤: 이사 온 첫날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돌아봤다
　　　　引越して来た初日　　　自分を見ている視線が感じられ振り向いてみた
        그것은 사람이었을까?
　　　　それは人間だったろうか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気持ち悪い顔の女が　　　私を見つめていた
        놀란 나는 소리쳤다      당신 뭐야?
　　　　驚いた私は叫んだ　　　君は何だ？
        그녀는 대답없이 커튼을 닫아버렸다
　　　　彼女は答えずカーテンを閉めてしまった
        왠지 느낌이 좋지를 않다
　　　　なんか予感がよくない
        그날 이후, 이상하리만치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それ以来おかしいほど彼女と出くわす機会が頻繁におきた
        공원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만났다
　　　　公園のベンチに一人で座っている彼女を見た

세윤: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유세윤이라고 합니다
　　　　こんにちは。　　　あの・・・隣の家に住んでいる～と言います。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그녀
　　　　変な呪いを唱えている彼女
        아,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든다
　　　　あ、ますます不吉な予感がする
유미: 나 또 눈뜨고 잤나봐      눈이 뻑뻑해
　　　　私また目を開けたまま寝たみたい　　　目が乾燥している
        들어가서 자야지
　　　　入って寝ようっと
        안녕하세요?
        과연 우연일까?      그날 이후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果たして偶然だろうか？　　　それ以来彼と会う機会が頻繁になった
세윤: 썪은 내가 난다
　　　　腐った匂いがする
        이건 사람한테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これは人から出るような匂いではない
        뭐지? 이 여자의 정체는
　　　　何だろう？この女の正体は
        다음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나타났다
　　　　次の日も決まって彼女は現れた
유미: 우리는      마치 영화속의 한 장면 같았다
　　　　私たちは　　　まるで映画の中の一つのシーンのようだった
        죄송해요
세윤: 공포영화였다
　　　　ホラー映画だった
        육중한 몸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녀에게서
　　　　思い体で私を攻撃する彼女から
        나는 13일밤의 금요일의 제이슨을 보았다
　　　　私は13日の金曜日のジェイソンを見た
유미: 어제 술이 좀 과했었나보다      속이 불편했다
　　　　昨日飲みすぎだったみたい　　　お腹の調子が悪かった
        아, 속 안 좋아      베란다에서 공기 좀 쐬야겠다
　　　　あ、調子悪い　　　ベランダーで空気を吸おう        
　　　　아, 너무 많이 마셨어
　　　　飲みすぎだったな
세윤: 보름달이 뜬 날 밤      나는 보고야 말았다
　　　　満月の夜　　私はついに見てしまった
        달을 보며 울부짖는 그녀를
　　　　月を見ながら叫んでいる彼女を
        그녀가 날 보며 포효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막 발견한      한 마리의 늑대 같았다
　　　　彼女はまるで獲物を見つけ出した　　一匹の狼のようだった
        지금 내 손에 총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탕! 탕!
　　　　今自分の手に銃さえあれば　　　今すぐにでも
유미: 사랑의 총알을 나에게 보내는 그
　　　　愛の銃弾を私に送る彼
        그에대한 보답으로      나는 귀엽게 윙크를 보냈다
　　　　それに対するお返しとして　　　私は可愛くウィンクを送った
세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나에게 죽음의 싸인을 보냈다
　　　　彼女の顔が歪みながら　　　私に死のサインを送った
         난 이렇게 죽고야 마는 것일까?
　　　　俺はこのように死んでしまうのだろうか
         아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기왕 죽을 거라면 정정당당하게 겨뤄보고 싶었다
　　　　どうせ死ぬなら正々堂々と戦ってみたかった
        그래서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それで私は彼女を訪ねた
유미: 어머! 누구세요?      세윤씨?
　　　　あら！誰ですか?　　　～さん？
세윤: 역시 사람의 감각이 아니야
　　　　やっぱり人間の感覚ではない
        그래요 맞습니다      건너편 사는 유세윤이예요
　　　　そうです。　　　向かいに住んでいる～です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쪽한테       확인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제발로 걸어왔습니다
　　　　どうしてもそちらに　　　確認したいことがあってこのように自分の足で訪ねてきました
유미: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너무 저돌적이야
　　　　私の愛を確認したくて？　　　行動力ありすぎる
         마침 잘 됐네요      배고파서 뭐 좀 먹으려던 참인데
　　　　ちょうどよかったですね　　　お腹すいていて何かたべようと思ったところです
세윤: 왜요?      왜 배고픈데 잘 돼요?
　　　　何でですか？　　　なぜお腹がすいているのに良いんですか？
유미: 왜 그러세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どうしたんですか？　　　恥ずかしくてそう言っただけですよ
         그래요 솔직히 말 할 게요      세윤씨가 와서 우리집에 와줘서 너무 기뻐요
　　　　そう、正直に言いましょう　　　　～さんが私の家に来てくれてとても嬉しいです
세윤: 당연히 좋으시겠죠
　　　　当然嬉しいでしょうよ      
  　　　이렇게 맛있는 식사가      직접 주문배달 왔으니까
　　　　こんなに美味しい食事が　　　自分で出前に来たから
        주문하신 유세윤 소자 왔습니다
　　　　注文した～小サイズ届きました
        다리가 짧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어! 자! 마음대로 먹어!
　　　　足が短く食べるところがあんまりありません　　　　食え！さ！勝手に食え！
유미: 세윤씨!  좀 서툴다. 연애 많이 안 해봤죠?
　　　　ちょっと下手ですね。　恋愛経験少ないでしょう？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 하지말아요
　　　　緊張し過ぎたり不安がらないでください
        난 세윤씨를 선택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私は～さんを選び・・・こんな言葉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
        남자는 여자가 요리하기 나름 이래요
　　　　男は女が料理する次第ですって
        요리하기 나름 이래요

11. 뮤지컬

충성!
이병 이동윤!       오늘부로 이 소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네?
- 야! 리모콘 어디다 놨냐?      - 이병 이동윤!
이병 이동윤!
야! 너 누구냐?
신병입니다
막내 들어왔어?      말년인데 신병 받은거야?
야~ 기분 좋다
야! 밖에서 뭐 하다 왔냐?
- 대학생이었습니다      - 공부 좀 했네?
- 무슨 과 인데? 전공      - 수학과 입니다
3708 곱하기 5222는?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야! 동전 하나 줘봐!
잘 봐! 보이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남은 군생활
- 보이냐?             -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
중대장님 오실 시간입니다
- 누구?                          - 중대장님 말입니다
- 밖에 있을 때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했냐?      - 전지연 좋아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좀 있으면 앞으로는 이 분이 제일 예뻐 보일거다
자 자! 뭣들 하고있나?
충성!
중대장님! 날로 예뻐지십니다
장난치지마라
오늘 신병 들어왔지?      다들 신병한테 잘 해주고
그리고 내일, 설날이라고      너무 들떠 있지말고
군인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자! 이상!
중대장님!       뒷모습도 예쁘십니다
장난치지말래도!
기분 UP됐을 때      신병 노래 한 곡 듣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까? 어찌 할까 임마!
완전히 개념 상실이네
야! 노우진일병 위치로!
자신있게 해라      노래일발장전!
노우진!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시끄럽냐?
뭐 하는거야?
- 김 병장님께서..      -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어?
뭐 하는거야?      군생활 다 했어?
저건 뭐야?      신병이 춤추냐?
신병 위치로!      너 뭐하는 놈이야?
엎드려뻗쳐!
제 정신이 아니구만?
뭐 하는거야?
신병한테 잘 해주랬지?
너 신병 이렇게 괴롭히는거 옳지 않아!
짜증 제대로다
너 앞으로 조심해!
살짝 기분 나쁠 뻔 했어
자! 내일 설날이라고 편지가 왔네
노우진!       애인인가?
나 참 이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반송됐다      너네 집 이사 갔나보다
휴가 안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편지 처음이지?      - 예, 그렇습니다
- 집에서 왔네      -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작업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고      그리고 점호 준비해라. 이상!
중대장님!      앞모습도 예쁘십니다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점호준비나 해!
짜증나게..
점호 준비나 해      청소 깨끗하게 해!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화장실 가서 편지 읽고와!
죽을래?
머리 굴리지마!       모를 것 같아?
- 야! 오늘 근무 누구야?      - 저하고 신병입니다
나하고 바꿔!      긴장하고 따라와!
저건 붉은 돼지야 붉은 악마야?
빨리 따라와라!
군기확립!
동작봐라?
빨리 빨리 안 오지?
기상
야! 장난하냐?
군대가 우습냐?
- 한눈 팔다가 걸리면 나한테 죽어!      - 예, 알겠습니다
순찰 한 바뀌 돌고 올테니까      딴짓하다가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군생활은 잘 하고있니?
이제 설날인데 떡국은 먹나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몸 아프다고 걱정 많이 하지?
걱정하지마
우리 아들도 힘든데...      엄마는 아무렇지않단다
보고싶은 우리 아들      사랑한다
집 떠나와 열차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 절 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뭐 하는거야? 지금
- 너 편지 읽었지?      - 아닙니다!
가져와!
미쳤어?      근무중에 편지 읽어?
앉아!      일어서!      엎드려뻗쳐!
제 정신이야?      근무중에 편지 읽어?
기상!
너희 어머니 아프시냐?
너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는거는      집중 안 하면 바로 사고랑 연결이야
너 다치면      부모님이 더욱 슬퍼하실거아냐? 임마!
열차시간 다가 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내 말 알겠냐?
근무시간이다      다 됐다 가자
갑자기 무슨 비상훈련입니까?
야!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알아?      빨리 출동준비 안 해?
상급부대에서 비상훈련 떨어졌어      빨리 출동준비 해!
신병 이리 와 봐!
너희 어머님 원래 좀 편찮으시냐?
지금 연락이 왔는데      입원하셨단다
어차피 지금 훈련중이라 못 나가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어?
3일 뒤에 나갈 수 있도록      중대장님한테 다 말 해 놨으니까.  알았어?
대답 소리봐라?      알았어?
신병 군장 싸는 거 도와줘! 빨리!
빨리 싸 가지고      5분내에 연병장에 집합한다! 알았어?
하긴, 군인이 명절이 어딨냐
나팔소리 고요하게      밤 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오
다 했어?
일단 훈련만 참여해      내가 열외 할 수 있도록 해볼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상에서 혼자 힘드신데       저 혼자 편할 수 없습니다
저도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래 임마
엄마! 3일후면 나간다니까      그 때까지 조금만 참고 있어
금방 갈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전체 차렷!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경례!

2007.4.18      www.kamp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