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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Female Cherokee Chief

On April 6, 2010, a Cherokee Native American 
woman named Wilma Mankiller died of cancer. 

Americans were deeply saddened to hear the news 
and even the U.S. President expressed his 
condolences to the Cherokee tribe. 

What made all these people mourn the death of this 
woman?

Wilma Mankiller was born in a small town, 
Tahlequah, Oklahoma, in 1945. 

Her family name, Mankiller, which came from her 
great-great-grandfather, actually means a warrior 
protector of Cherokee villages. 

Her family was so poor that they lived without 
electricity or running water, but their lives were 
happy. 

However, when Wilma was 11, everything changed. 

The government had a plan to relocate Native 
American to cities. Wilma's family was ordered to 
move to San Francisco. 

In San Francisco, Wilma had a hard time in school. 

Her classmates, mostly white children, made fun of 
her Native American background and her name. 

Wilma missed the life back in her village.

위대한 여성 체로키 추장

2010년 4월 6일, Wilma Mankiller라는 체로키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 암으로 죽었다. 

미국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싶은 슬픔에 잠겼고, 미
국의 대통령도 체로키 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
게 했는가?
 

Wilma Mankiller는 1945년에 오클라호마 주의 
Tahelquah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성인 Mankiller는 그녀의 고조부에서 비롯
되었는데, 실제로 체로키 마을의 수호 전사를 의미
한다. 

그녀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나 수돗물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했다. 

하지만 Wilma가 11살이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도시로 이동시킬 계획이
었다. Wilma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라
는 명령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Wilma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이 백인 아이들인 그녀의 반 친구들은 그녀
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과 그녀의 이름을 놀렸다. 

Wilma는 예전의 자신의 마을에서의 삶을 그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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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ilma finished high school, she took a job as a 
clerk and got married. Then, in 1969, an event 
occurred that dramatically changed her life. 

A group of Native American students occupied 
Alcatraz, an island near San Francisco, to protest 
against the unfair treatment of Native American 
people. 

Wilma supported the protest by organizing 
fundraising activities. 

After this event, Wilma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Native American community. 

In 1977, Wilma moved back to Oklahoma and 
worked hard to improve the Cherokee people's living 
conditions.

Meanwhile, Wilma went through a series of 
hardships. 

In 1979, she was seriously injured in a car accident. 
Still worse, she was diagnosed with cancer only a 
year after the accident. 

She overcame all of these challenges, and in 1985, 
Wilma ran for Principal Chief of the Cherokee 
Nation. 

At first, she faced great opposition, particularly from 
the men who did not want a woman to be chief. 

번역

Wilma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점원으로 취직
했고 결혼했다. 

그러고 나서, 1969년에 그녀의 삶을 극적으로 변
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한 무리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에 항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섬인 
Alcatraz를 점령했다. 

Wilma는 모금 활동을 준비함으로써 그 항의를 지
지했다. 

이 사건 이후에, Wilma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1977년에, Wilma는 오클라호마 주로 되돌아가서 
체로키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
히 일했다.

 그 사이에, Wilma는 잇단 역경을 겪었다. 

1979년에, 그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엎
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그 사고 후 1년 만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도전들을 극복해 냈고, 1985년에 
체로키 부족 국가의 최고 추장에 출마했다. 

처음에, 그녀는 특히 여자가 추장이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았던 남자들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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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eople even threatened to kill her, but she 
never gave up. 

In the end, Wilma was elected the first female chief 
in the history of the Cherokee people.

 During her time in office, Wilma accomplished a 
lot. 

She bettered the lives of her people by building 
health clinics, bringing plumbing and electricity to 
poor communities, and supporting small 
businesses. 

As a result, the Cherokee nation made great 
progress. 

The population increased three hundred percent and 
unemployment decreased. 

Wilma also helped raise the status of women in the 
Cherokee Nation. 

More and more women came to positions of power 
and influence. 

Wilma worked to build the confidence of her people 
in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Today, Wilma is remembered as a great leader who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ves of Native 
Americans.

번역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지
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Wilma는 체로키 부족의 역사상 첫 번째 여
성 추장으로 선출되었다.

Wilma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업적을 쌓았
다. 

그녀는 진료소를 설립하고, 수도 시설과 전기를 가
난한 지역 사회에 가져오고, 소기업을 지원함으로
써 국민들의 삶을 개선했다. 

그 결과, 체로키 부족 국가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
다. 

인구는 300%가 증가했고 실업은 감소했다. 

Wilma는 체로키 부족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
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
에 앉게 되었다. 

Wilma는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날, Wilma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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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Books on the Back of Yaks

 Few individuals choose to walk away at the height 
of their career to dedicate their life to a social cause. 

However, at age 35, John Wood did just that. 

He quit his position as a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at a world's leading software company 
in order to help children in the worlds's poorest 
places. 

The following is his story in his own words:

I took a vacation to Nepal in 1998, 7 years after I 
started my career at a software company. 

This was mainly just to escape the stressful 24/7 
목적

business lifestyle. 

I trekked for 18 days through areas that had no 
하 이 킹 하 다

paved roads, no cars, and no telephones. 

One day, I visited a school to see the "real Nepal." 

I was depressed by what I saw there. 

Almost 70 children were crammed into a small dirty 
가 득 찬

classroom without desks or chairs. 

Worse, there were no books in the library for the 
young students.

야크의 등에 책을 싣고 배달하기

사회적 대의에 일생을 바치기 위해 자기 경력의 최고
조에서 떠나 버리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John Wood는 35세의 나이에 바로 그렇게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의 아이들을 도와주
기 위해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소프트웨어 회사
의 사업 개발 이사직을 그만두었다. 

다음은 그가 말한 그의 이야기이다.
 

1998년에 나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직장생활
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네팔로 휴가를 갔다. 

이것은 주로 스트레스가 많은 연중무휴의 업무 생
활에서 그저 탈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포장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전화도 없는 지
역들을 18일 동안 걸어서 여행했다. 

어느 날, 나는 ‘진짜 네팔’을 보기 위해서 한 학교를 
방문했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본 것에 낙담했다.

거의 70여 명의 아이들이 책상이나 의자가 없는 작
고 지저분한 교실에 잔뜩 들어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서관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책이 
한 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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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about ways to help 
these kids and promised the teachers that I would 
return to the school with books for a new library. 

One of the teachers said to me, "Many people have 
told us they would come back, but nobody ever has."

After I returned to Katmandu, the capital of Nepal, I 
wrote emails to my friends, asking them to send 
children's books to my father's home in the United 
States. 

I expected I'd get 100 or 200 books the first month 
but, to my great surprise, 3,000 books were 
collected.

A year later, in 1999, my father and I returned to the 
school with eight yaks loaded with books. 

I'll never forget the bright smiles and wide-eyed 
looks of the kids when they opened up their new 
colorful storybooks.

번역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도
와줄 방법에 대해 생각했고, 새 도서관을 위한 책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생님들에게 약속했
다. 

그 선생님들 중의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많은 사
람들이 돌아오겠다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돌아온 후, 내 친구
들에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어린이 
책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썼다. 

나는 첫 달에 100권에서 200권의 책을 얻을 것이
라고 예상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3,000권의 책이 
모였다. 

1년 후, 1999년에 아버지와 나는 책이 실린 8마리
의 야크와 함께 그 학교로 돌아갔다. 

나는 그 아이들이 다채로운 새 동화책을 펼쳤을 때
의 환한 미소와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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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the first time many of them had ever seen or 
held a book. 

It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of them and for us.

After my first book delivery, I returned to my job, but 
something inside me had changed. 

Although I loved my job, I decided I would rather 
dedicate 100 percent of my energy to improving 
literacy in developing countries. 
읽고 쓰는 능력

Some of my friends told me I was crazy to give up a 
great career and millions of dollars. 

But I told them that I wasn't crazy because I was 
following my heart.
 
In 2000, I started an organization called "Room to 
Read." 

Since then, it has delivered about 7 million books 
and sponsored the opening of more than 750 
schools and 7,000 libraries in dozens of developing 
countries. 

I'm making less money than before, but I'm proud of 
what I'm doing.

번역

그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책을 보거나 손에 들어 보
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신생을 변화시키
는 경험이었다.
 
첫 책 배달 후, 나는 내 직장으로 돌아왔지만, 내 안
에 있는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비록 나는 내 일을 좋아하긴 했지만, 나는 개발도상
국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내 정력
의 100%를 바치는 편이 더 났겠다고 결정했다. 

내 친구 몇 명은 내가 좋은 직업과 수백만 달러를 
포기하다니 미쳤다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2000년에 나는 ‘Room to Read’라는 단체를 설
립했다. 

그 이후로, 약 700만 권의 책을 배달했고 수십 개
의 개발도상국에 750개가 넘는 학교의 개교와 
7,000개가 넘는 도서관의 개관을 후원했다. 

나는 전보다 더 적은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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