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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Schulz and His Peanuts

Sparky’s Peanuts

There was once a boy nicknamed Sparky. He was 

shy and insecure, so he didn’t do very well in his 
자신감 없는 . . . .

studies. He loved sports but wasn’t great at any of 

them. The only team he ever played on was his 
s p o r t s . .

school’s golf team. 

  

As  a child, Sparky didn’t have many friends. It  
As he was 앞문장

wasn’t that people didn’t like him; they simply didn’t 
명 사 절

notice him.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Outside of school, hardly anyone ever even 

greeted him. Sparky felt like a loser except for one 

thing: his drawing skills. He loved to draw 

cartoons.

At first, no one else appreciated Sparky’s cartoons. 
역접암시 인 정 했 다 . . .

In his senior year of high school, he submitted 
투 고 했 다 . . . . .

some of them to the school paper, but the editors 
cartoon.

turned them down. 

번역

스파키의 ‘피너츠’

별명이 스파키인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없어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

였다. 그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어떤 운동에도 뛰어

나진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활동했던 팀은 학교 골

프팀 뿐이었다.

어렸을 적, 스파키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조차 거

의 없었다. 스파키는 그림 실력 단 하나만을 제외하

고는 자신이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만화

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스파키의 만화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반 무렵, 그는 습작 중 일부를 학교 신

문에 투고했지만, 편집자들은 그것을 퇴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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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Sparky was so convinced of his ability that he 

decided to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sent some 
h e g r a d u a t e d

samples of his artwork to Walt Disney Studios and 

applied for a job there. 
to (X)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He spent a great deal of time on all the drawings he 

submitted, but when the reply came from Disney 

Studios, he had been rejected once again.

• spend[waste] N -ing / on + N 

After this, Sparky decided to make a cartoon of his 

own life. He described his childhood self -- a little 

boy loser who rarely succeeded at anything.

• hardly = scarcely = barely = seldom =rarely

Sparky, the boy who had such a lack of success in 
실 존 인 물

school and whose work was rejected again and 

again, was Charles Schulz, the famous cartoonist. 

• Sparky = Charles Schulz = the famous cartoonist.

He created the Peanuts comic strip and the little 

cartoon character who never succeeded in kicking a 

football: Charlie Brown.  
만화 캐릭터 이름

번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키는 자신의 재능을 매우 

확신하여 전문적인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자신의 작품 중 일부를 보내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그는 제출한 모든 작품들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

자하였으나,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로부터 답변이 

왔을 때 또 다시 거절당하였다.

이후, 스파키는 자신의 삶을 만화로 그려 보기로 결

심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패배자로 묘사했

다.

학교에서도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작품들도 거듭 

거절만 당했던 소년인 스파키가 바로 유명 만화가

인 찰스 슐츠였다. 

그는 ‘피너츠’라는 연재만화와 축구공도 차지 못하

는 시시한 캐릭터인 찰리 브라운을 창조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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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of Peanuts

The characters in Charles Schulz’s comic strip, 
연재만화

Peanuts, are not very smart or talented. 
재능이 있는 . . . .

In fact, they’re pretty average children. They’re just 
보 통 의

normal kids who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go 

to the same school, and play baseball together. 

There’s a little boy who feels insecure unless he has 
불 안 정 한 . . . .

his blanket with him, and a girl who feels important 

but never gets the attention that she wants. 

There’s a bird that has trouble flying straight, and a 

dog that acts like a superstar, but is only seen as a 

mere dog. 
just, only

• have trouble - ing / have a hard time -ing / have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Last but not least , Charlie Brown is the unlucky 1

main character who can’t get his kite to fly.
연 . . . . .

‘피너츠’ 이야기

 찰스 슐츠의 연재만화인 ‘피너츠’의 캐릭터들은 그

다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지는 않다. 

사실, 그들은 무척 평범한 아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야구를 함

께 하는 그저 보통의 아이들일 뿐이다. 

자신의 담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작은 소년과, 자

신이 중요한 존재라 느끼지만 원하는 만큼의 관심

은 전혀 받지 못하는 소녀가 있다. 

똑바로 나는 것이 어려운 새가 있고, 슈퍼스타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개로만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찰리 브라운은 연도 제

대로 날리지 못하는 운이 없는 주인공이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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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ull characters attracted neither cartoon 
따분한.. 등 장 인 물 . . . . 관 심 을 끌 었 다

critics nor the people at Walt Disney, who didn’t 
비평가 . . . . .

want to buy Peanuts. 

They said the characters did not inspire people to 
고무시키다 . . . .

dream or encourage them to hope. Even after it 

became popular in many newspapers, critics still 

thought / the comic strip would fail, criticizing it for 
as they criticized

having uninteresting characters.

Some people said that Snoopy, the dog, should be 

taken out. Nevertheless, Schulz believed in his 

work and did not change Peanuts. 

• still, nonetheless, yet, however, even so

He even kept Snoopy, who is now one of the most 
심지어 . . . 남겨두었다

loved cartoon characters of all time. Schulz’s comic 

strip was so successful because, unlike critics, 

ordinary people loved the sympathetic way Schulz 

drew his unlucky characters. People could even 

recognize some of their own weaknesses in the 
약 점 . . . . . .

characters. 

번역

이런 따분한 캐릭터들은 만화 비평가와 월트 디즈

니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결국 월트 디즈

니는 ‘피너츠’를 사길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너츠’의 캐릭터들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도록 

고무시키거나 희망을 북돋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피

너츠’가 많은 신문들을 통해 인기를 얻은 후에도 비평

가들은 여전히 만화 속 캐릭터들이 흥미롭지 않다고 비

판하며 그 시리즈가 결국엔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다. 

몇몇 사람들은 강아지 스누피를 빼야 한다고 말했

다. 그럼에도 슐츠는 자신의 작품을 믿었고, ‘피너

츠’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스누피를 작품에 남겨두었는데, 스누

피는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만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다. 슐츠의 연재만화는 매우 성공적

이었는데, 이는 비평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보통 사

람들은 슐츠가 자신의 불운한 캐릭터들을 그려내는 

동정 어린 방식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캐

릭터들 안에서 자신들의 약점을 깨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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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eryday things that happen to the kids in 

Peanuts, their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stories 
특 성

sometimes came from Schulz’s real-life experiences. 
a r o s e

With Charlie Brown, he  showed readers his  own 
Schulz Schulz

feelings of awkwardness and loneliness. In addition 
서 투 름 . . . .

to the odd personalities that Schulz gave his 
특이한..

characters, he also gave them humorous insight 
characters

and 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around them. 
character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The wisdom in the sometimes sarcastic words / the 
빈정대는 , 비꼬는

characters speak to each other often leaves them in 

silence afterwards, giving readers enough time to 
and it gives

both laugh and reflect on the truth of what they have 
생각하게하다 that (X)

said. 

From the beginning, readers really liked these 

distinctive qualities of the comic strip. In fact, the 
독 특 한 . . . . .

humor Schulz used in Peanuts sometimes seemed 

better suited for adults than children.

 

번역

‘피너츠’ 속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매일의 사건들, 아

이들의 성격 특성,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때때로 

슐츠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찰리 브라운을 통해 슐츠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서

투름과 외로움의 감정들을 보여 주었다. 슐츠는 캐

릭터들에게 특이한 성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해학적인 통찰력과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었다. 

캐릭터들이 때때로 서로에게 던지는 빈정대는 말 

속에 담긴 지혜는 종종 이후의 침묵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독자들에게 웃음과 그들이 말한 것의 진실

을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준다. 

처음부터 독자들은 만화의 이런 독특한 특징을 정

말 좋아했다.(내용일치 예상) 사실 슐츠가 ‘피너츠’

에서 사용한 유머는 때때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

게 더 적합한 것이기도 했다.(내용일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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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fty-year run  of Peanuts ended with the death 
years (X) 장기상영

of Charles Schulz in the year 2000, but Peanuts is  
was (X)

still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cartoon strips 

of all time. 

Even today, reruns of Peanuts continue to appear in 
재방송하다...

newspaper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elevision shows, movies, Broadway musicals, and 

commercial products have all been made based on 

the Peanuts character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Each of the characters that appeared in the cartoon 

strip during its fifty-year run had a unique 
연 재

personality, but they all had one thing in common. 

All of them showed that human beings have at 

least one difference or one weakness. Readers 

relate to this / because nobody is perfect, and we all 
공 감 하 다 앞문장

have qualities that make us different. 
differently (X)

Being different is what makes us all special, so we 
special ly(X)

should accept ourselves for who we are instead of 

trying to be perfect in everything.

번역

50년간 연재된 ‘피너츠’는 2000년 찰스 슐츠가 세

상을 떠남으로써 끝을 맺었으나, ‘피너츠’는 여전히 

전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연재만화 중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 

‘피너츠’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신문에 

다시 연재되고 있다. 또한 TV 프로그램, 영화, 브로

드웨이 뮤지컬, 상업적 상품들이 ‘피너츠’의 캐릭터

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왔다.

 

50년간의 연재 동안 만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의 다른 

점이나 결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독자들도 

이 점에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으

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되게 만드는 자질들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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