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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복제(無限 複製)-우리 집은 어디?

★ 깔깔 포토

유머

[사진의 용도]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

진을 꺼내본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

겠냐.’ 

여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

진을 꺼내본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 

있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선생님과 싸우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요, 

사장님과 싸우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요, 

마누라와 싸우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실수] 
월급을 받은 남자가 경리 담당자에게 말했다.

“봉급을 확인해보니 50달러가 부족합니다. 다음부

터는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경리 담당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남자를 바라

보며 말했다.

“에, 알고 있어요. 50달러가 부족한 것은 제가 지난달 

월급에서 50달러를 더 넣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남자는 경리 담당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

로 꾸중을 하듯이 말했다.

“어쩌다가 한 번쯤 실수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넘

길 수도 있지만 두 번이나 실수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

잖아요. 어서 50달러를 주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

도록 노력하세요!!!”

[뒤늦은 후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인정받아 두 개의 훈장

을 받은 남성이 전쟁 유공자 모임에 참석했다.

한 참석자에게 베트남 전쟁에서의 활약상에 대해 자

랑하고 있을 때 젊고 예쁜 여성 한 명이 다가와 그에

게 물었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셨다는데, 주로 어떤 손으로 

적을 섬멸했나요?”

남자는 자랑스럽게 오른손을 들며 말했다.

“바로 이 손으로 적을 사살했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떠났다.

그러자 남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을 바라보

며 아쉬운 듯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적을 깨물어 죽였다고 말했

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조건]
선생님이 조지에게 물었다.

“조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

추어야 하지?”

조지가 대답했다.

“네 가지 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미합중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사

람의 나이는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출생자이어

야 하고 적어도 14년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어

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뭐지?”

조지가 대답했다.

“선거에서 이겨야죠!”

[여자의 고민]
순심이와 영순이는 친한 여고 동창생이다.

어느 날 둘이 만나 수다를 떨던 중 순심이가 은밀하

게 말했다.

“나 요즘 애기 갖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니?”

영순이가 의아해 하며 물었다.

“뭐? 네 남편 일년 전에 정관수술 한 것 아니었어?”

순심이가 주변을 한 번 둘러보더니 얼굴을 영심이 쪽

으로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얘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 아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