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십의 원칙

갈등갈등
“어서 가서 갈등에 대비하라.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다.” (잠언 21:31 TLB)

어떤 사람들은 삶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위인들의 삶 뒤에는 
전쟁 스토리가 있다. 이런 전쟁 경험이 사람
을 지혜롭게 한다는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고 배웠다.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우
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 창조 
능력은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되는데 마
치 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하
고, 그 다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방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견을 갖게 한다. 이
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늘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성장하면 이런 의
견이 우리 속에서 여러 의견을 구성하게 될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지(갈등) 
그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런 갈등과 시
험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갈등과 시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
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은 추론
과 선택이라는 창조적 은사를 통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 성장하고 
상황(갈등)을 극복한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할 질문 몇 가지가 있
다.

1. 갈등을 극복한 승리가 우리를 더 나은 사
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삶에 화가 나는
가?

2. 그런 승리가 우리를 계속 겸손히 하나님
께 감사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비판적인가?

3. 그런 승리가 우리의 인격을 개선하고 교
훈하였는가? 아니면 우리를 오만하고 거만
하게 만들었는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사실 갈
등이 없이는 성장이나 발전을 할 수 없는데 

인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물
어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한 배움이 우리
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결국 우리는 개선하
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
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시험을 겪게 된다. 하나
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
길 바라신다. 우리가 싸우며 힘이 들 때는 하
나님께 쉽게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각종 거
래와 약속을 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승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잊어
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생에는 배워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즉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그런 교훈이 있다
는 걸 알고 갈등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 갈등
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겠지만 그걸 해결하려
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진정으로 거룩한 인격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의 전쟁 
스토리를 말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의 오
랜 관습과 충돌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부되
기 때문이다. 변화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
다. 우리 중 일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가 무르익으려
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싸움으로 변하여 결국 중요한 동료들과 갈
라서게 되는 일이 생긴다. 갈등은 우리의 마
음속에서 다투는 충돌이다. 그리고 이 충돌
이 육체의 육박전으로 바뀌면 싸움이 된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
에 갈등이나 싸움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
다. 오래 전 한 아버지가 권투경기장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다. 거기서 그 아들
은 한 선수가 넘어져 자기 코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게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하면 저 선수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
했다. “저 선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에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승리가 하
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승리할 때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하
면 곧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
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그는 우리가 승리할 때보다 패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걸 알고 계
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할 때 그 패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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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서 발견된 핵심 개념에는 밑줄 그
으세요.

이 원칙은 1년 동안 실시되는 인성개발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깊이 생각해보기:
아이디어는 당신이 작동시키지 않
는 한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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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10까지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당신은 왜 이런 점수를 주었나요?

당신이 점수를 올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원칙의 유익한 점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나요?

이 원칙에 대한 일일 독서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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