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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암놈이라는 증거 5가지]
1. 사자마자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

2. 휴대전화끼리 소통하는 언어는 다른 사람은 이해

하기 어렵다.

3. 아무리 작은 오류나 실수도 훗날을 위해 저장해 놓

는다.

4. 만든 사람 외에는 내부 조직을 이해할 수 없다.

5. 일단 한번 빠지게 되면 용돈의 상당수는 액세서리 

구입에 사용된다. 

[닭의 세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닭 

가장 야한 닭은? 홀닭 

가장 성질 급한 닭은? 꼴까닭 

정신을 놓아버린 닭은? 헤까닭 

세상에서 가장 야한 수탉은? 발닭

[텍사스에서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느  장님이 텍사스로 여행

을 가게 되었다.

비행기에 올라서 좌석에 앉고는 말했다.

“의자가 굉장히 크군요.” 

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대답했다. 

“텍사스에는 모든 게 크다우.”

장님이 텍사스에 도착해서 술집에 들어섰다.

맥주가 나왔고 장님이 잔을 잡더니 말했다.

“맥주 잔이 굉장히 크구만.”

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대답했다.

“텍사스에는 모든 게 크다우.”

장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술집주인에게 위치를 물었

고, 주인은 오른쪽 통로 두 번째 문이라고 했다.

장님은 더듬더듬 가다가 그만 두 번째 문을 놓치고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바로 수영장이었고, 물에 빠진 장님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물 내리지 마요!  물 내리지 마요!

[엽기 한자 풀이]
1. 부부간에 꼭 필요한 한자는?

- 아들 자(子): 아들이 잔다. 지금이야, 여보!.

2. 세상에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자는?

- 딸 여(女): 딸리는 남자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집니다.

3. 너무나도 치사한 남자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자는?

- 아내 처(妻):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아주 못된 사람

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어떤 남자가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 사람과 인사를 나

누고 보니 둘은 모두 크리스천이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그중 한 명이 샌드위치 도시락

을 꺼내 기도하고는 점잖게 혼자 먹는 것이었다. 남자는 

옆 사람에게 먹어 보라는 말 한마디 없는 게 너무하다

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도시락이 없어 시장기를 느끼

고 있던 터였다. 그는 은근히 화가 나서 말했다. 

“형제님. 나는 요즘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

르겠더군요. 특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도시락을 감싸며 말했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네 이웃의 것

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

겠더군요.”

[처칠의 유머 감각]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정계은퇴 이후 어느 파티

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어느 부인이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짓궂은 질

문을 했다.

“어머, 총리님.‘남대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러자 처칠은 조크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죽은 새’는 새장 문이 열렸다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소원 성취한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소원을 이뤄주는 나무를 찾

아갔다.       

사오정 : 저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사오정은 왕이 되었다.   

       

저팔계 : 저는 스타가되고 싶어요!

곧바로 저팔계는 스타가 되었다.       

드디어 사오정 차례.

사오정 : 저는 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어요!   

나무: 한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사오정 : 그래도 꼭 둘 다 되고 싶단 말예요!!

나무 : 좋아요...... 들어드리죠...... 대신, 후회 없기!”       

잠시 후, 사오정은 스타킹이 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