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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Impossible Possible
One Man's Crusade to Inspire Others to Dream Bigger and Achieve the Extraordinary>
불가능을가능으로
더 크게 꿈꾸며 비범한 성추|들 이루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한 남자의 성전

Strickland , Vince Rause 1Broadway Business 12007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필독서로 채택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인 Bill Strickland 는 예술과 교육의 힘

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이서 저자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
업적으로 1 교육자와 학생들이 어떻게 보다 갚고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모여준다

저자는 재즈의 표현이 단순히 탁월한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영흔의 섬광을
저j 시함으로써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마치 이러한 재즈와 같다 이 책에서 우리논
그의 탁윌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영흔을 함께 읽을 수 있다 그는 현재 가난한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여술 및 직업훈련센터로 널리 알려진 맨체스터 비드웰 (Manchester← bldwell) 이 된 피츠버그 내부 도시에
서 자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였다

그늠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말고 반짝일 따까지

나무 바닥을 닦으라고 그를 가르쳤던 어머니와 목표가 없었던 소년이었던 그를 믿어준 예술 선생님， 그러
고 키피를 끓이고 재즈가 부드럽게 연주되었던 교실에서 힘을 얻었다 그 교실에서 그는 그의 첫 번째 점
토 그릇을 던져버리는 경힘을 하였는데↑ 그것은 비틀린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Strickland 에게 이 경험은

과거들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 그의 행목을 따르며 달라지늠 것을 의미한다 그는 올바른 사

람을 아는 것으1 가치와 함께 Brook Brother* 옷의 가치를 알렀다 불행히도 이 책이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자의 절학이 어떻게 그의(흑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는지든 알지 못한다
하바드 경영 대학원의 Jam es Heskett은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어째서 그가 개적적인 기업가들을 격
려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영감 그 자체인가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Bay 의 초대희장이자

스콜재단의 단장인 Jefl Skoll 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 책을 격찬한 바 있다 “저자인 Bill Strickland 는

천재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에게서 잠재된 천재성을 보기 때문이다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Bill 으|

능력은 강력하고 1 전세계적이며， 세상을 번화시킨다 이 책은 심지어 거칠기 그지없는 꿈일지라도 당선이
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논지 보여줄 것이다

E 라보 1"

* Brook Brother 패션 므랜드의 일증

口 In a powerlul and timely book , Bill Strickland , a MacArthur "genius" award winner explalns how

the power 01 the arts and education translorm ed his own lile and dem onstrates how educators and
students can achieve deeper and more meaninglul success , both personally and prolessionally
디 Communlty activist and MacArthur lellow Strickland explains the jazz expression tell your story as

playing that doesn't just display your virtuα31tι but also gives the audlence a glim pse 01 your soul

He succeeds in doing just tha t. We get the virtuosity: he was an African-American kid from
Plttsburgh's inner city who at 19 established what became Manchester-Bidwell , the now famous arts
and job training center for disadvantaged kids and adults , And we get the soul he was spurred on
•

by a m other who taught him to polish a wood floor until it gleam ed no m atter what was going on In
the streets outside; an art teacher who believed in the aimless boy; a classroom where coffee
brewed , jazz played softly , and he had the transform ative experience of throwing his first clay pot
It's the American dream with a twist: for Strickland , it was never about shedding his past and getting
ahead b 미 about following his bliss and making a difference , Whlch is not to say the skilled fund
raiser Isn't savvy He touts the value of a Brooks Brothers s 니 it and knowing the right people
Unfortunately , we don't learn how Strickland' s philosophy of m aking the im posslble possible applies
to his-or our-personal lives
(Editorial Revlew)

口 Bill Strickland could sell anything

’

Read this book and you'll understand why he is such an

inspiration to practicing and aspiring entrepreneurs
(J am es Heskett , Harvard Business Sch 。이)

口 Bill Strickland is a genius , because he sees the inherent genius in everyone Bill's ability to inspire

hope is powerful , universal , and world changing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w 川 show you how
you can achieve even your wildest dreams , Bravo l
(Jeff Skoll , first president of eBaι founder and chairm an , Skol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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