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력의 원칙

경계

“왕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신하들을 기뻐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분노한다.” (잠언 14:35 TLB)
저자: 존 슈록 (사업가)

이 원칙에서 발견된 핵심 개념에는 밑줄 그
으세요.
‘불법침범’이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의 한계
를 넘어서다’ ‘법을 위반하다’ 또는 ‘미리 정
해진 경계를 넘어 침범하다’는 뜻이다. 흥미
롭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
게 죄 지은(불법침범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불법침범)를 용서하여 주시옵
소서”(마6:12)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불법
침해는 ‘한계를 넘어서다’는 의미를 갖기 때
문에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경계나 영역이 있
어야 한다. 영역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
리가 무단침범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
를 수 있다. 잠언에 “왕은 자기들이 무슨 일
을 하는지 아는 신하들은 기뻐한다”고 한 말
씀은, 왕이 자기 신하들이 해야 할 일의 한계
를 명확하게 정한 목적 및 직무기술서를 가
지고 있어, 신하들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
다는 의미이다.
왕의 뜻이나 그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
이 우리의 뜻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왕이든
회사든 명확한 직무기술서와 목표를 가지고
회사의 특정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직원
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없
고, 겨우 기대했던 정도만 평가할 수 있게 된
다. 왕은 신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
스로 알고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신하들
은 왕의 기대치가 분명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치를 정
하기 전에 일의 한계를 정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미리 정해놓는 한계치의 범
위 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주길 기
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공정해야 한
다. 이러려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해놓은
적절한 한계와 경계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
은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목적을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경우에만 즐거운 마음으로 우
리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런 일은 그들이 즐
기면서 할 수 있는 놀이(게임)의 일부가 되

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
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기준 삼아 누
군가를 징계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들은 스스로 노예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기대하거나 기대되는 것을 모르고
성과를 즐길 수는 없다. 성과가 기대치로 평
가되고 당사자들이 목표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일은 놀이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구성
원들은 ‘그들them’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us’가 되고 회사와 직원들이 하나의 팀이 된
다. 우리의 삶에는 어둡게 보이는 특정 영역
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
가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사
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추측과 불확실성의
게임은 끝나버린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성과를 위하여 커다란 상을 예비하고 있다.
위 잠언의 뒷부분에 “왕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분노한다”고 말씀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게 전
달되면 자기 리더를 존중하게 된다는 걸 발
견하게 된다. 그들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어떤 일
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무조건 반대하는 몇
몇 저항 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공정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데도 왕을 분노하게 하므로, 그들은 그에 상
1에서 10까지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응하는 취급을 받게 된다. 만일 가족이나 직
원들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면 다음과 같
이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한다.
1. 내가 정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
적인가?
2. 내가 정한 경계가 자유롭게 일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넓이가 충분한가?
3. 내 태도가 그들을 대하기에 올바른가?
이 모두가 바르게 실행되면 불법침범은 아주
적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불법
침범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몇몇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왕을 분노
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기대치와 경계를 정함
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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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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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