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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ies Bring You Joy 

Collecting: 
A Great Hobby Can Become a Great Joy!

International News 
Monday, April 8 
Obsessive Collecting Can Lead to a Crime 
By Sam Gustin
  
Opening a box of breakfast cereal is not a crime. 

But an American man was put in prison for opening 
4,000 boxes of breakfast cereal. 

John Weintraub, 34, was obsessed with the plastic 
models of American presidents included as free gifts 
in cereal boxes. 

“I’d been collecting them for two years and had the 
whole set except for Thomas Jefferson. 

I’d bought hundreds of boxes, but he was never in 
them. It was frustrating,” explained Weintraub. 

It was so frustrating that he broke into a local 
cereal factory and opened every box of cereal in 
sight. 

He was soon discovered and caught. “It’s okay,” he 
said later, “because at my first prison breakfast I 
opened my package of cereal and... there was 
Thomas Jefferson inside!”

Hobbies Bring You Joy 

국제뉴스 
Monday, April 8 
강박적인 수집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By Sam 

Gustin

아침 식사용 시리얼 박스를 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한 미국인은 아침 식사용 시리얼 박스 
4,000개를 열어 본 것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34세의 John Weintraub는 시리얼 박스 안에 경
품으로 들어 있는 미국 대통령들의 플라스틱 모형
에 집착했다. 

“나는 2년간 그것들을 수집해오고 있었으며, Thomas 
Jefferson을 제외한 모든 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수백 박스를 샀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없었어
요.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었지요.” 라고 Weintraub
는 설명했다. 

너무나 좌절한 그는 근처의 시리얼 공장으로 침입
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모든 시리얼 박스를 개봉
했다. 

그는 곧 발각되어 잡혔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수감된 첫 날 아
침 식사에서 내 시리얼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Thomas Jefferson이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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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traub’s story is an unfortunate example of 
how collecting became an obsession. 

However, collecting remains a healthy and 
rewarding hobby for most people. 

Former American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was 
a stamp collector. 

A man in Germany has collected over 100,000 
chocolate bar wrappers. 

The famous actor Nicholas Cage collects comic 
books. 

And a lady named Pikabellechu holds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having the largest Pokemon 
collection. 

She owns 8,000 Pikachu models and dolls.But 
exactly why do people collect? 

First of all, they can gain satisfaction and pleasure 
from simply collecting and displaying the objects / 

선 행 사 . .

they collect. 

Sometimes it is the sense of nostalgia that leads 
향 수 . . .

people to collect items that are related to their 
선 행 사

childhood, a certain person, or a world-famous event. 

Some others collect because of the intrinsic value 
innate,inherent

of an item and the fact that they can make a profit 
동 격 . .

from it.

번역

Weintraub의 이야기는 어떻게 수집이 집착이 되
어버렸는지에 대한 유감스러운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집은 여전히 건전하
고 보람 있는 취미이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Franklin Roo-sevelt는 
우표 수집가였다. 

한 독일 남성은 초콜릿 바 포장지를 십만 개 넘게 
모았다. 

유명한 영화배우 Nicholas Cage는 만화책을 수
집한다. 

그리고 Pikabellechu라고 불리는 한 여성은 가장 
많은 포켓몬 수집품을 소유한 것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8,000개의 피카츄 모델과 인형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왜 사람들은 수집을 하는 걸까? 

우선, 그들은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들
이 수집한 물건을 전시하는 것에서 만족감과 기쁨
을 느낄 수 있다. 

가끔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년기, 특정 인물 또는 세
계적으로 유명한 사건과 관련된 물건을 수집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향수이다. 

또 다른 이들은 물건의 본질적 가치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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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ay ask, “What exactly is collecting?” One 
dictionary defines the word collect as “to gather 
stamps, books, etc. for a hobby.”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missing from the 
dictionary definition. 

We can, therefore, revise the definition as the art of 
수 정 하 다 . .

acquiring items that one is specifically passionate 
선 행 사 . .

about and wants to keep either for monetary gain or 
personal satisfaction.

Collecting may look easy, but there is an art to it. 

To acquire items for one’s collection, one must have 
a lot of knowledge about them and know where to 
look for them. 

Suppose that a lady collects old books. 

She needs to be able to answer questions such as: 
Is it best to shop online or to visit antique shops? 

온라인상에서

What about going to used bookstores that are 
선 행 사 . . .

hidden in back alleys? 

Another key term missing in the dictionary definition 
is passion.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assion and 
how successful one may be in acquiring the items.

And the more passion one puts into collecting, the 
more one will get in return, not only in monetary 
terms but also in terms of the fun / one will have 

선행사

pursuing one’s hobby.
분 사 . . .

번역

누군가 “수집이 정확히 무엇이니?” 라고 물을 수 있
다. 어떤 사전은 “collect"라는 단어를 “취미로 우표
나 책 등을 모으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전의 정의에서 놓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의를 어떤 사람이 특별히 열정
을 갖고 있고 금전적인 이익 또는 개인적인 만족감
을 위해 간직하고 싶은 물품을 획득하는 기술이라
고 수정할 수 있다.
  

수집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는 기술적인 
면이 있다. 

자신의 수집품을 위해 물품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어디에
서 그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가령 한 여성이 고서를 수집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골
동품 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뒷골목에 
숨겨져 있는 중고서점에 가는 것은 어떠한가?

사전 정의에서 빠져 있는 또 다른 핵심 용어는 ‘열
정’이다. 

열정과 물품을 획득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수집하는 데 열정을 더 투자 할수록, 금전적
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미를 추구하면서 
느끼게 될 재미 면에서도 보답으로 더 많은 것을 얻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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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collecting is not just gathering things. It’s  a 
collecting

hobby that involves art and passion. 

And such a hobby can lead to acquiring additional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s. 
• lead to = bring about, cause, result in

It gives the collector a great deal of excitement and 
satisfaction. 
• a great deal of  = much

It can also help the collector connect with others. 
Collectors often join clubs to meet others and to 
share the joy of collecting.

While collecting can be a very healthy and 
enjoyable hobby, there is one caution that 

주 의 사 항 . .

collectors should keep in mind. 
b e a r

Putting one’s hobby ahead of work, friends, and 
family may be a sign that one has crossed the line 
into an obsession. 
이 동 . .

One way of preventing this  is to set a few 
obsession

boundaries. 

For example, one can set a limit on the amount of 
time devoted to collecting or set a budget limit so 
that one doesn’t overspend on collecting. 

The key to a great hobby is the joy that it brings to 
the hobbyist. 

However, a hobby can be a great source of joy only 
when passion is in balance with the other important 
things in life.

번역 

그러므로 수집은 단지 무언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기술과 열정을 수반하는 취미이다. 

그리고 그러한 취미는 부가적인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수집가에게 많은 흥분과 만족감을 준다. 

또한 그것은 수집가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
게 해 준다. 수집가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수집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종종 동호회에 가입한다.

수집은 아주 건전하고 즐거움을 주는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수집가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주의사
항이 하나 있다. 

자신의 취미를 일, 친구 그리고 가족보다 우선으로 
두는 것은 바로 집착으로 선을 넘었다는 조짐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제한선을 몇 개 만드는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수집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제한한다
든지 비용을 제한해서 수집하는 데 과도한 돈을 쓰
지 않게 하는 것이다. 

좋은 취미생활의 비결은 그 취미가 취미가에게 주
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열정이 삶의 중요한 다른 것들과 균형이 맞
을 때에서야 비로소 취미가 즐거움의 훌륭한 원천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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