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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Your Imagination

I was in my third year of teaching creative writing at 

Ralph McKee High School in New York. One day, 

one of my students, 16-year-old Mikey, gave me a 

note from his mother. It explained his absence from 

class the day before:

Dear Mr. McCourt,

 Mikey's eighty-year-old grandmother fell down the 

stairs from too much coffee. I kept Mikey home to 

take care of her and his baby sister so I could go to 

work. Please excuse Mikey and he'll do his best in 

the future.

P.S. His grandmother is o.k.

I had seen Mikey writing the note at his desk, using 

his left hand to change his handwriting. I said 

nothing. Most parental excuse notes I received in 

those days were written by my students. 

They had been forging excuse notes since they 

learned to write, and if I were to deal with all of them, 

I would be busy 24 hours a day. I threw Mikey's note 

into a desk drawer along with dozens of other 

notes.

너의 상상력을 활용하라

내가 뉴욕의 Ralph Mckee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담당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나의 학생 중의 하나인 16세의 Mikey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쪽지(편지)를 내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Mikey의 결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McCourt 선생님,

Mikey의 80세 되신 할머니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셔서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라고 Mikey를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하러 갈 수 있었거든요. Mikey를 양

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 애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신: 그의 할머니는 괜찮으십니다.

나는 Mikey가 자기 필체를 바꾸기 위해 왼손으로 

그 사유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가 받은 부모들의 사유

서 대부분은 학생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쓰는 법을 배운 이후로 그들은 줄 곧 사유서를 꾸며

서 써 왔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한다면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바빴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수십 개의 사유서와 함께 Mikey의 사유

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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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ay, while my classes were taking a test, I 

decided to read all the notes that I had never paid 

attention to before. I made two piles, one for the 
묶 음

genuine notes, written by mothers, the other for 

forgeries. 

The second was the larger pile and included 

imaginative notes and even crazy ones.

• imaginary = unreal / imaginative = creative /

imaginable = conceivable

Then, an idea struck me. Why not turn the notes 
떠 올 랐 다

into class material? The students were the ones 

who complained that it was hard putting 200 words 

together on any subject. 

When they forged excuse notes, however, they were 

brilliant. The notes could be edited into a book of 

Great American Excuses. 

How could I have ignored this treasure chest of 
상 자 . .

fiction and fantasy? Here was American high school 

writing at its best - real, urgent, vivid, brief, ... and 

lying. 

번역

어느 날 수업 중 시험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전에 신

경 쓰지 않았던 모든 사유서들을 읽기로 했습니다. 

나는 두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들

이 쓴 진짜 사유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사유서들

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더 큰 묶음이었고 창의적인 사유서였으

며, 심지어 황당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유서들을 

수업 자료로 쓰면 어떨까? 학생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200자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유서를 위조할 때 그들은 뛰어났습니다. 

그 사유서들은 ‘미국의 위대한 변명들’이란 책으로 

편집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허구와 환상의 보물함을 내가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미국 고등학생들의 최고의 글들

이 있습니다. - 사실적이고, 급박하고, 생생하고, 간

결하고 ... 그리고 거짓의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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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d: "The curtain in the kitchen caught fire. The fire 

station kept us out of the house all night.""His dog 

ate his homework. I hope she chokes on it.” "We had 

to move out of our apartment / because our bills 

were overdue. 
연 체 된

The police officer said if my son kept yelling for his 
이유..

notebook he'd take all of us to the police station.” The 

writers of these notes did not realize that honest 
사 유 서

excuse notes were usually boring: "Peter was late 

because the alarm didn't go off."

The next day I typed a dozen of the excuse notes 

and handed them out to my classes. The students 

read them silently.

 "Mr. McCourt, who wrote these?" asked one boy.

 "You did," I said. "I deleted names to protect the 

guilty. They were supposed to be written by parents, 

but you and I know the real authors. Yes, Mikey?"

"So what are we supposed to do?" "This is the first 

class ever to study the art of the excuse note - and 

the first class ever to practice writing them. 

번역

내가 읽은 글입니다.“부엌 커튼에 불이 붙었어요. 

소방서에서 우리를 밤새 집 밖에서 지내게 했습니

다.” “그이 개가 숙제를 다 먹어치웠어요. 먹은 게 

개 목에 걸리면 좋겠어요.”“우리는 고지서를 내는 

기한이 지나서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숙제 때문에 계속 소리 지르면 우리 모두

를 경찰서로 데려간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사유서

들의 필자들은 정직한 사유서는 보통 지루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서 Peter가 늦었습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 날 나는 십여 개의 사유서를 타이핑 했고, 

그것들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을 누가 썼나요?” 한 소년이 물었습

니다. “너희들이 썼지.”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

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이름을 지웠어. 

그것들은 부모님들이 써야 하는 거지만, 너와 나는 

진짜 쓴 사람들을 알고 있지.그렇지, Mikey?"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오늘은 사유

서 작성법을 공부하는 최초의 시간이고, 그것을 쓰

는 연습을 하는 첫 시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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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so lucky to have a teacher like me who has 

taken your best writing and turned it into a subject of 

study.” Everyone smiled as I went on. “You didn't 

settle for the old alarm clock story. You used your 

imagination. 

Someday you might be writing excuses for your own 

children, so try it now. Imagine you have a 15-year-

old who needs an excuse for falling behind in 

English. Persuade me with your notes."

The students produced all sorts of excuses. They 

wrote a note about a big truck crashing into a house 

and a note about a severe case of food poisoning 

blamed on the school cafeteria. 

They asked, "More, more. Can we do more?"

 So I said, "I'd like you to write 'An Excuse Note from 

Adam to God' or 'An Excuse Note from Eve to God.'" 

Heads went down.Pens raced across paper.

One girl defended Eve's misleading of Adam on the 

grounds that Eve was tired of lying around Paradise 

doing nothing. Eve was also tired of God putting 

his nose in their business. Exciting discussions 

followed about the guilt of Adam and Eve. 

번역

너희들의 가장 잘 쓴 글을 가지고 학습 주제로 바꿔 

사용하는 나 같은 교사가 있다는 게 너희에게는 참 

행운이야.” 내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낡은 자명종 이야기에 만

족하지 않았어. 너희는 상상력을 발휘했지. 

언젠가 너희는 자녀들을 위해 사유서를 쓰게 될 테

니, 지금 한번 해 보거라. 너희에게 영어 과목이 뒤

떨어져서 사유서가 필요한 열다섯 살 된 자녀가 있

다고 상상해라. 사유서로 나를 설득해 보거라.

학생들은 온갖 종류의 사유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큰 트럭이 집에 돌진했다는 사유서와 학교 식당에 

책임을 돌리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사유서

를 썼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더요, 더. 더 해도 될까요?”그

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Adam이 

신에게 쓰는 사유서(변명)’ 또는 ‘Eve가 신에게 쓰

는 사유서(변명)’를 쓰길 바란다.” 머리가 숙여졌습

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마구 달려갔습니다. 

한 소녀는 하는 일 없이 낙원에서 뒹구는 것이 싫증

났다는 이유로 Adam을 오도한 Eve의 실수를 변

호했습니다. Eve는 또한 신이 자신들의 일에 관여

하는 것에 싫증을 느꼈습니다.Adam과 Eve의 잘

못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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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said anything negative about God, though 

there were hints. He could have been more 

understanding of the troubles of the first man and 

woman, said someone.

I wanted my students to continue the discussion to 

include historical figures because that would involve 

a combination of imagination and factual knowledge. 

I asked them to think about someone in history who 

could use a good excuse note. I wrote suggestions 

on the board: Brutus, who killed his stepfather Julius 

Caesar to defend the Roman Republic. Eva Braun, 

Hitler's girlfriend. Duke of Windsor, who abandoned 

the throne for love. "School should be like this every 

day," one of the students said after class.

She had a point. I wished I had used my imagination 

earlier to turn the students' talents into fun and 

fruitful class activities.

번역

비록 힌트가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신에 대해 부정

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신이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이

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

니다.

나는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을 포함하는 토론을 계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상력과 

사실적 지식을 조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변명이 필요한 역사적 인물

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칠판에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썼습니다. 로마 공화정을 지키

기 위해 계부 Julius Caesar를 죽인 Brutus, 

Hitler의 여자친구 Eva Braun, 사랑을 위해 왕좌

를 포기한 Windsor공. “학교 수업은 매일 이래야 

해요.” 한 학생이 수업 후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

을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 활동으로 바꾸기 위해 내

가 좀 더 일찍 내 상상력을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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