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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세상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덜도록 소통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호기심).

세상은 당신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내면에 균형을 잡아줍니다 (판단력).

세상은 당신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합니다 (학구열).

세상은 두려운 작은 일들 속에서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당신의 건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망).

세상은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들을 돕게 합니다 (용기).

세상은 당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시련과 장애물도 끝내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인내).

세상은 당신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과장, 가짜 뉴스 혹은 추측성 소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직).

세상은 완전히 지쳤을 때라도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당신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세상은 당신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사랑).

세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당신의 자비심과 연민이 필요합니다 (친절).

세상은 모든 지역, 이웃, 모든 존재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당신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능).

세상은 당신이 보다 넓은 세상의 시민임을 알고, 서로 협력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팀워크).

세상은 당신의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사재기 대신 나눔을, 원망대신 칭찬을 (공정성).

세상은 당신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다른 그룹에 좋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리더십).

세상은 당신이 그냥 놓아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갈등이나 짜증 나는 마음을 놓아줍니다 (용서).

세상은 가끔씩 당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겸손).

세상은 당신이 당분간은 외출할 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신중함).

세상은 당신이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을 통제하고 평온함을 주변에 전파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조절).

세상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선행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도 이타적이라는 뜻입니다 (심미안).

세상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당신이 희망을 전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

세상은 당신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친절에 감사를 보이면, 더 많은 친절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감사).

세상은 당신의 유머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농담 한마디가 상황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유머).

세상은 당신이 지금 모두와 함께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행동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영성).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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