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성공의 길(2016년 개정판) 수정 사항
품성낱말 바꿈
덕성 → 덕 (19, 32, 70, 71, 73쪽), 분별력 → 분별 (19, 36, 66,69,  71쪽), 설득력 → 설득 (19, 38, 70, 71쪽),

진정한 성공의 길(2014년 개정판) 수정 사항
23쪽 경각심 나의 결심 3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하겠다. → 딴생각이 들기 전에......(choose to do right before I am
tempted.)

25쪽 공경 나의결심 1, 3
Honor → Reverence
윗사람을 공경하겠다. → 지도자를 공경하겠다.(respect my leaders.)
예의를 지키겠다.(use good manners.) → 지역의 관습을 존중하겠다.(respect the customs of the land.)
37쪽 품성낱말 바꿈
베풂(Benevolence) → 사랑(Love)
41쪽 시간엄수 나의 결심 4, 5
"이것만 하고 나서."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조금만 더"라는 덫에 걸리지 않겠다.(not fall into the trap of
“just one more.”)

44쪽 품성낱말 바꿈, 나머지 내용은 58쪽으로 바꿈
신중(Cautiousness) 대 성급합(Rashness) → 신중(Discretion) 대 경솔함(Simplemindedness)
58쪽 품성낱말 바꿈, 나머지 내용은 44쪽으로 바꿈
조심성(Discretion) 대 경솔함(Simplemindedness) → 조심성(Cuatiousness) 대 성급함(Rashness)
63쪽 책임감 나의 결심 3
내 능력껏 맡은 일을 모두 하겠다. → 내 모든 일에 능력을 다하겠다.(do all my work to the best of my ability.)
65쪽 품성낱말 바꿈
충실함 → 충성(Loyalty)
67쪽 환대 나의 결심 4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겠다.(not expect anything in return.)
68쪽 후함 나의 결심 3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겠다. → 베푼 것에 대해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겠다.(not expect anything in return for
my generosity.)

70쪽 균형 품성들 추가
각 품성이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품성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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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결심 I will...
•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겠다.
choose my words carefully.

• 예의바르게 행동하겠다.
practice good manners.

•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

“말을 안해서 상처를
입은 적은 없다.”

listen to criticism.

• 남을 놀리지 않겠다.

캘빈 쿨리지

not make fun of others.

• 나쁜 일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겠다.
turn down any invitation to do wrong.

붉은여우가 영리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신중

가정에서의 신중

때문이다. 다른 동물에게 쫓기게 되면 자신의 흔적과



다툼이나 논쟁의 불씨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쁜 영향을 주는 영화와 책으로부터 가정을 지킨다.



다른 사람이 들어 낙담할 말을 삼간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서로 조언한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몸짓이나 표현을 피한다.



가정의 수입을 초과할 숨은 경비를 미리 예견한다.

소리와 모습이 포착되지 않도록 꾸준히 도주 방향을
평가하여 전략을 바꾼다.

신중의 보상
우정
남을 험담하는 일은 절친한 친구 사이에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흉보기를 삼가면 깨지지 않는 깊은 우정을 얻게 된다.

안전
길이 위험한 때를 분별하여 알고 피하면 추한 흉터나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을 보장 받는다.

신중

對 경솔함

Discretion vs. Simplemindedness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알고 삼가는 것
Recognizing and avoiding words, actions, and attitudes that could bring undesirabl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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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조심성


큰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돈이 충분한지 미리 살핀다.



괜찮아 보이는 기회라도 나쁜 영향이 있는지 살펴 피한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조언을 구한다.



좋은 성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가족의 활동을 판단한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옮기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는다.

조심성의 보상
기초
가정은 지혜롭게 미리 조심하는 만큼 더 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 된다.

평안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 확신과 평안 가운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단성
조심할 것을 미리 잘 생각해서 평가해보면 결단력이 커진다.

나의 결심 I will...
•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겠다.
think before I act.

• 안전수칙을 따르겠다.
follow safety rules.

• 먼저 허락을 구하겠다.
ask permission.

• 적절한 때를 가려 말하겠다.

“뛰기 전에 살펴보라.”
무명

talk at the right time.

•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피겠다.
look out for danger.

사방이 확 트인 대평원에 사는 프레리도그는 늘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맹수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다 보니 조심성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다.

조심성

對

성급함

Cautiousness vs. Rashness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
Knowing how important right timing is in accomplishing righ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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