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내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생각해 보기  

 

 

1 다음 글을 읽고, 인내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700평의 땅. 홀로 농사짓기에도 힘든 이 땅을 하반신이 마비돼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할아버지가 혼

자서 가꾸고 있다. 할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두 손이 있다. 쓸 수 없는 다리 때문에 일이 조금은 

더디지만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낸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참깨, 수수, 조, 들깨, 호

박, 포도 등 많은 작물을 키워내고 집도 가꿔 나간다.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쓸 수는 없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워 한해 농사를 책임질 시설물을 만든다.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고물도 주워 온다. 오직 상

반신의 힘으로만 무거운 고물을 옮겨 오토바이에 싣고 고물상에 가져다 판다. 무더운 여름에도 그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딸만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라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썰매를 타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왔다. 다리를 못 쓰게 된 할아

버지는 50대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몇 년 뒤에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딸이 두 살 되던 때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남겨진 할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더 좋

은 환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딸을 보냈다는 미안한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언젠가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딸과 함께 생활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하는 중이다.

[출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https://www.insight.co.kr/news/263691]

2 다음 물음에 답하며 글 속의 주인공이 인내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할아버지가 살면서 겪은 어려움 세 가지를 써 봅시다.

                                                        

                                                        

                                                        

· 할아버지가 인내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를 써 봅시다.

                                                        

· 나의 생활 속에서 인내할 것들을 찾아보고, 실천을 다짐해 봅시다.

                                                        

인내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책을 도서관에서 함께 찾아 
읽어 봅시다.

https://www.insight.co.kr/news/26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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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https://www.insight.co.kr/news/263691]

2 다음 물음에 답하며 글 속의 주인공이 인내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할아버지가 살면서 겪은 어려움 세 가지를 써 봅시다.

어린 시절 썰매를 타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딸이 두 살이 되던 해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환경으로 보냈습니다.                            

· 할아버지가 인내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를 써 봅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딸과 함께 생활할 날을 꿈꾸며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 나의 생활 속에서 인내할 것들을 찾아보고, 실천을 다짐해 봅시다.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을 이유로 공부도 운동도 모두 소홀히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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