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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루에루에 발을발을 붙이고는붙이고는

22루로루로 도루할도루할 수수 없다없다
You CanYou Can’’t Steal Second t Steal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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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세계적인 베스트셀러베스트셀러 작가이자작가이자 동동
기부여기부여 강사이고강사이고 자유기업가다자유기업가다..
버크버크 헤지스는헤지스는 1010여여 년년 전부터전부터 개개
인적인적, , 재정적재정적 자유를자유를 주장해왔다주장해왔다. . 
현재까지현재까지 그가그가 쓴쓴 77권의권의 책은책은 1010
개의개의 언어로언어로 번역되었고번역되었고 세계적으세계적으
로로 22백만부백만부 이상이상 팔렸다팔렸다. . 
현재현재 그는그는 플로리다에서플로리다에서 자유기업자유기업
가가 정신을정신을 바탕으로바탕으로 매우매우 폭발적으폭발적으
로로 성장하는성장하는 여러여러 기업을기업을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다있다..

Burke HedgesBurke H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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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루에루에 발을발을 붙이고는붙이고는 22루로루로 도루할도루할 수수 없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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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길을길을 선택하든선택하든

대가는대가는 지불해야지불해야 한다한다!!
Either Way, You Pay!Either Way, You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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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장장
88천천 66백만백만 달러짜리달러짜리
복권에복권에 당첨되던당첨되던 날날!!

The Day I Won $86 Million!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정부와 어느 정도의 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그 두 가지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 P.J 오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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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여보 복권에복권에 당첨되었어당첨되었어!!””
저는저는 의자를의자를 박차고박차고 일어나일어나 펄쩍펄쩍 뛰어오르며뛰어오르며 소소
리쳤습니다리쳤습니다..
그런데그런데 얼마얼마 지나지지나지 않아않아 뭔가뭔가 분위기가분위기가 이상하이상하
다는다는 느낌을느낌을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 
아내는아내는 터져터져 나오는나오는 웃음을웃음을 억제하지억제하지 못하며못하며 자자
신이신이 주유소에주유소에 들렀을들렀을 때는때는 이미이미 추첨이추첨이 끝난끝난 상상
태였고태였고 장난기가장난기가 발동한발동한 아내는아내는 재미삼아재미삼아 이번이번
주의주의 당첨번호와당첨번호와 똑같은똑같은 번호로번호로 다음다음 주의주의 복권복권
을을 구입했던구입했던 것입니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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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한탕주의
The Lottery MentalityThe Lottery Mentality

신체신체 건강한건강한 수많은수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복권에복권에 기대기대 힘힘 안안
들이고들이고 부를부를 쌓으려는쌓으려는 한탕주의한탕주의’’에에 빠져있습니다빠져있습니다..
확률적으로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따져본다면 당신이당신이 복권에복권에 당첨되는당첨되는 것보것보
다다 번개에번개에 맞을맞을 확률확률이이 더더 높습니다높습니다..

복권이복권이 나쁘다고나쁘다고 말하려는말하려는 것은것은 아닙니다아닙니다..
복권에복권에 당첨될지도당첨될지도 모른다는모른다는 가벼운가벼운 기대감을기대감을 즐기기즐기기
위해위해 한한 달에달에 1,21,2달러달러 정도를정도를 투자하는투자하는 것은것은 충분히충분히 가가
치가치가 있다고있다고 생각합니다생각합니다..
그러나그러나 복권을복권을 구입하는구입하는 일이일이 경제적인경제적인 독립을독립을 이루기이루기
위한위한 올바른올바른 전략이라고전략이라고 할할 수는수는 없습니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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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의직장주의
The Job MentalityThe Job Mentality

좋은좋은 직장직장 선호심리선호심리((GottaGotta get a good job)get a good job)
사람들은사람들은 직장을직장을 통해통해 충분한충분한 수입과수입과 안정된안정된 미래를미래를 보장보장 받을받을 수수
있을있을 것이라고것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합니다. . 하지만하지만 이것은이것은 단지단지 사람들의사람들의 희망사희망사
항일항일 뿐입니다뿐입니다..
직장주의를직장주의를 신봉하는신봉하는 사람들은사람들은 마치마치 한탕주의에한탕주의에 빠져빠져 있는있는 사람사람
처럼처럼 고용주가고용주가 결코결코 내줄내줄 리리 없는없는 ‘‘지속적인지속적인 연봉인상연봉인상’’과과 ‘‘평생고평생고
용용’’이라는이라는 안일한안일한 환상을환상을 좇고좇고 있는있는 것입니다것입니다..

미국에서미국에서 발표된발표된 한한 통계자료에통계자료에 의하면의하면 일반적인일반적인 근로자근로자
들은들은 평생평생 동안동안 4~54~5가지의가지의 직종에직종에 걸쳐걸쳐 10~1210~12번번 정도정도
직장을직장을 옮긴다고옮긴다고 합니다합니다..
이것은이것은 곧곧 안정된안정된 직장을직장을 얻는다는얻는다는 것이것이 거의거의 불가능에불가능에 가깝다는가깝다는
것을것을 의미합니다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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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행심리를요행심리를 버려라버려라
DonDon’’t Fall for Wishful Thinkingt Fall for Wishful Thinking

이제는이제는 더더 이상이상 헛된헛된 꿈을꿈을 꾸지꾸지 마십시오마십시오. . 
복권을복권을 구입할구입할 때의때의 즐거움이나즐거움이나 직장에서직장에서 받는받는
일시적인일시적인 수입과수입과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를체제를 통해통해 얻을얻을
수수 있는있는 진정한진정한 기회를기회를 혼동해서는혼동해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당신이당신이 지금까지지금까지 안주해안주해 왔던왔던
안전지대안전지대(Comfort Zone)(Comfort Zone)에서에서
벗어나벗어나 어느어느 정도정도 예측이예측이 가능한가능한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며감수하며 재정적인재정적인 독립을독립을
이루기이루기 위해위해 행동해야행동해야 합니다합니다!!

성공성공

안전지대
Comfort Zone

성공성공 성공성공

성공성공

성공성공성공성공

성공성공

성공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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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2장장
살아간다는살아간다는 것은것은

곧곧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To Live is To Risk

어느 누구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 L. 호프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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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누구도 위험으로부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자유로울 수는수는 없다없다
You CanYou Can’’t Away From Riskt Away From Risk

살아간다는살아간다는 것것은은 곧곧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입입
니다니다. . 위험을위험을 피해갈피해갈 길을길을 없습니다없습니다..
사랑은사랑은 실연의실연의 아픔을아픔을 줄줄 수수 있고있고 결혼은결혼은 이혼이혼
의의 고통을고통을 줄줄 수수 있으며있으며 호흡은호흡은 대기대기 중의중의 오염오염
물질을물질을 흡입할흡입할 위험을위험을 안겨줍니다안겨줍니다..

우리가우리가 사는사는 세상은세상은 환상의환상의 섬이섬이 아니라아니라 온온
갖갖 위험이위험이 도사리고도사리고 있는있는 현실세계입니다현실세계입니다..
따라서따라서 우리는우리는 현실을현실을 직시직시하고하고 자신에게자신에게
닥쳐오는닥쳐오는 위험을위험을 이겨내야이겨내야 합니다합니다..



Thursday, April 28, 2005 page 12 ⓒ2003, CVIKorea

저는저는 서른한서른한 번째번째 생일을생일을 맞기도맞기도 전에전에 이미이미 아홉아홉 번의번의 창업을창업을 시도했시도했
다가다가 실패하여실패하여 수십만수십만 달러의달러의 돈을돈을 날려버렸습니다날려버렸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이나스쿠버다이빙이나 번지점프에번지점프에 도전하는도전하는 것은것은 당연한당연한 것이었고것이었고 지금지금
까지까지 과속으로과속으로 딱지를딱지를 뗀뗀 적도적도 몇몇 번번 있습니다있습니다..
하지만하지만 그그 어떤어떤 상황에서도상황에서도 저의저의 행동이행동이 위험스러운위험스러운 것이었다고것이었다고 생각생각
한한 적은적은 없습니다없습니다..

그그 이유는이유는 제가제가 모든모든 상황을상황을 통제통제하고하고 있었있었
기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저는저는 어떤어떤 일이든일이든 충실하게충실하게 임했고임했고 예상되는예상되는 위험이위험이 무엇인지도무엇인지도 알고알고 있있
었습니다었습니다. . 번지점프에서번지점프에서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는있는 예외적인예외적인 상황까지도상황까지도 고려했던고려했던
저는저는 모든모든 것을것을 의도했던의도했던 대로대로 이끌어가면서이끌어가면서 결코결코 책임을책임을 회피하지회피하지 않았않았
습니다습니다..

위험을위험을 관리하라관리하라
Managing RiskManag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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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당신이 위험에위험에 도전할도전할 것인지것인지 아니면아니면 피할피할 것인지를것인지를 결정결정
할할 때때, , 자기자기 자신에게자신에게 두두 가지가지 질문을질문을 던져보아야던져보아야 한다한다..

실패했을실패했을 때때 실제로실제로 일어날일어날 수수 있는있는 최악최악
의의 상황은상황은 무엇인가무엇인가??
최악의최악의 상황이상황이 발생했을발생했을 때때 그것을그것을 받아받아
들이고들이고 이겨낼이겨낼 수수 있는가있는가??

어느어느 정도정도 예측이예측이 가능한가능한 위험에위험에 도전하는도전하는 것것은은
무모한무모한 도박에도박에 비해비해 훨씬훨씬 더더 현명하고현명하고 적극적인적극적인
행동이다행동이다..

위험위험 평가하기평가하기
How To Evaluate A RiskHow To Evaluate A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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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길을길을 선택하든선택하든 대가는대가는 지불해야지불해야 한다한다!!
Either Way, You PayEither Way, You Pay

오늘날오늘날 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 빠른빠른 성장세를성장세를 보이고보이고 있는있는 328328개의개의 사업체를사업체를 조사한조사한
결과결과, , 그들이그들이 성패를성패를 장담할장담할 수수 없는없는 사업에사업에 뛰어들면서뛰어들면서 창업자금으로창업자금으로 투자한투자한
돈은돈은 평균적으로평균적으로 88만만 22천천 33백백 달러였다는달러였다는 것입니다것입니다..
그렇다면그렇다면 그들의그들의 창업자금은창업자금은 어떻게어떻게 조달된조달된 것것 일까요일까요??
대부분대부분 그그 동안에동안에 스스로스스로 저축한저축한 돈과돈과 가족가족 및및 친지들의친지들의 주머니에서주머니에서 나온나온
돈입니다돈입니다..

만약만약 그들이그들이 성공할성공할 경우경우, , 비록비록 장기간에장기간에 걸친걸친 고된고된 업무와업무와 수없이수없이 많많
은은 결단의결단의 고비를고비를 넘겨야넘겨야 하는하는 대가를대가를 치르기는치르기는 하겠지만하겠지만 그에그에 따른따른
보상보상 또한또한 엄청난엄청난 수준입니다수준입니다..
실패를실패를 하게하게 되면되면 돈을돈을 몽땅몽땅 잃는잃는 것은것은 물론이고물론이고 빚빚까지까지 짊어진짊어진 채채 자자
신감을신감을 잃고잃고 자존심에자존심에 상처상처를를 받게받게 됩니다됩니다..
그러나그러나 모험에모험에 도전하는도전하는 것이것이 두려워두려워 아무아무 것도것도 시도하지시도하지 않는않는 사람사람
은은 그저그저 별별 볼일볼일 없는없는 삶을삶을 그럭저럭그럭저럭 살아가야살아가야 하는하는 대가대가를를 지불해야지불해야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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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합리화자기합리화--내면의내면의 적적
JustificationJustification--The Enemy WithinThe Enemy Within

당신은당신은 싫어도싫어도 억지로억지로 다니는다니는 직장에직장에 대해대해 어떤어떤 합리화를합리화를
하고하고 있습니까있습니까? ? 비록비록 그그 일이일이 최선은최선은 아닐지라도아닐지라도 그럭저그럭저
럭럭 할만하고할만하고 월급이월급이 꼬박꼬박꼬박꼬박 나오고나오고 있으니있으니 실력이실력이 조금조금
아깝기는아깝기는 하지만하지만 어쩔어쩔 수수 없다고없다고 스스로를스스로를 납득시키려납득시키려 하하
지는지는 안습니까안습니까??
성공적인성공적인 사업자가사업자가 될만한될만한 역량을역량을 지니고지니고 있으면서도있으면서도 어어
느느 정도정도 예측이예측이 가능한가능한 위험에위험에 도전할도전할 용기가용기가 없어서없어서 직장직장
에에 안주하는안주하는 것은것은 결코결코 어쩔어쩔 수수 없는없는 선택이선택이 아닙니다아닙니다..

““자신이자신이 지닌지닌 능력을능력을 최대로최대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있
는는 일일을을 찾지찾지 않는않는 사람은사람은 평생을평생을 불행하게불행하게
보낼보낼 수밖에수밖에 없다없다..”” -- 아브라함아브라함 머슬로우머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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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다면실패했다면 방법을방법을 바꿔라바꿔라
If At First You DonIf At First You Don’’t Succeed, Change Your Approacht Succeed, Change Your Approach

실패가실패가 모두모두 나쁜나쁜 것은것은 아닙니다아닙니다. . 오히려오히려 실패는실패는 필요한필요한
것일것일 수도수도 있고있고 어떤어떤 면에서는면에서는 성공을성공을 위한위한 좋은좋은 약이약이 될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성공은성공은 순간적으로순간적으로 얻어지는얻어지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장기간에장기간에 걸쳐걸쳐
서서히서서히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것입니다것입니다..
그러므로그러므로 마라톤마라톤 선수의선수의 마음자세로마음자세로 임해야지임해야지 결코결코 100100
미터미터 경주를경주를 하는하는 것으로것으로 착각해서는착각해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현재의현재의 결과가결과가 만족스럽지만족스럽지 않다면않다면 방법을방법을
바꾸십시오바꾸십시오. . 그러나그러나 절대로절대로 사업을사업을 포기해포기해
서는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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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지시도하지 않으면않으면 아무아무 것도것도 얻을얻을 수수 없다없다
You Stumble Only If YouYou Stumble Only If You’’re Movingre Moving

코카콜라코카콜라에서에서 새롭게새롭게 시도한시도한 ‘‘뉴코크뉴코크’’ 제품이제품이 대실패로대실패로 끝났다는끝났다는 사사
실을실을 기억합니까기억합니까??
그것은그것은 영원히영원히 최악의최악의 참패기록으로참패기록으로 남을만한남을만한 사건으로사건으로 그그 전략을전략을 진두진두
지휘했던지휘했던 마케팅마케팅 담당자담당자 세르지오세르지오 지만은지만은 실패의실패의 불명예를불명예를 안고안고 사임했사임했
습니다습니다..
그는그는 새로운새로운 직장을직장을 구하기까지구하기까지 약약 77년년 동안동안 여러여러 컨설턴트컨설턴트 회사를회사를 전전전전
하였는데하였는데, , 마침내마침내 한한 회사로부터회사로부터 스카우트스카우트 제의를제의를 받게받게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대체대체 어느어느 회사에서회사에서 그토록그토록 엄청난엄청난 실수를실수를 저지른저지른 그를그를 스카우트했을까스카우트했을까
요요? ? 놀랍게도놀랍게도 세르지오세르지오 지만을지만을 데려간데려간 회사는회사는 코카콜라코카콜라였습니다였습니다!!

““직원들의직원들의 실수에실수에 대해대해 관대하지관대하지 못했던못했던 우리의우리의 기업풍토기업풍토
가가 경쟁력을경쟁력을 잃게잃게 만들었다만들었다. . 실수를실수를 용인하지용인하지 않는않는 풍토가풍토가
만연하면만연하면 직원들은직원들은 그것을그것을 회피회피하는하는 데에만데에만 목적을목적을 두게두게
되고되고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기업은기업은 무기력무기력 상태상태에에 빠져들고빠져들고 만다만다. . 실실
수수도도 도전도전하고하고 시도시도하는하는 사람만이사람만이 할할 수수 있는있는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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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장장
변화할변화할 것인가것인가??
변화당할변화당할 것인가것인가??

Change… Or Be Changed!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 D.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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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매트라는라는 수학교사가수학교사가 있었다있었다. . 그는그는 메뉴에메뉴에 어떤어떤 것이것이 올라와있든올라와있든 상상
관하지관하지 않고않고 늘늘 흰흰 빵에빵에 땅콩땅콩 잼을잼을 바른바른 샌드위치를샌드위치를 주문했다주문했다..

‘‘이봐이봐, , 매트매트! ! 오늘도오늘도 땅콩땅콩 잼잼 샌드위치로군샌드위치로군. . 그렇게그렇게 땅콩땅콩 잼을잼을 바른바른 샌트위치가샌트위치가 좋좋
은가은가??’’
‘‘꼭꼭 그런그런 것은것은 아니야아니야..’’
‘‘그러면그러면 단백질단백질 섭취를섭취를 위해위해 그러는그러는 것인가것인가? ? 땅콩땅콩 잼에는잼에는 단백질이단백질이 잔뜩잔뜩 들어들어 있있
잖아잖아..’’
‘‘아니아니, , 그런그런 생각은생각은 한한 번도번도 해본해본 적적 없어없어..’’
‘‘돈이돈이 쪼들리나쪼들리나? ? 하긴하긴 땅콩땅콩 잼을잼을 바른바른 샌드위치라면샌드위치라면 저렴하면서도저렴하면서도 영양가영양가 있는있는 점점
심심 메뉴라고메뉴라고 할할 수수 있지있지..’’
‘‘그렇게그렇게 따진다면따진다면 오히려오히려 수프가수프가 낫지낫지..’’
‘‘이봐이봐, , 매트매트! ! 지난지난 1010년년 동안동안 자네는자네는 점심시간에점심시간에 하루도하루도 빠짐없이빠짐없이 땅콩땅콩 잼을잼을 바른바른
샌드위치를샌드위치를 주문했다네주문했다네. . 그그 맛을맛을 즐기는즐기는 것도것도 아니고아니고 영양을영양을 고려한고려한 선택도선택도 아닌아닌
데다가데다가 돈이돈이 없어서도없어서도 아니라면아니라면 그토록그토록 땅콩땅콩 잼을잼을 바른바른 샌드위치만샌드위치만 고집하는고집하는 이유이유
가가 뭔가뭔가??

‘‘왜냐하면왜냐하면…… 그냥그냥 내가내가 늘늘 먹던먹던 거니까거니까…’…’

안전지대에안전지대에 눌러앉기눌러앉기
Zoned Out In His Comfort ZoneZoned Out In His Comfor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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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안전지대에 눌러앉아눌러앉아 일상적인일상적인 생활습관에생활습관에 자신을자신을 내맡긴내맡긴 사람들을사람들을
‘‘조용히조용히 절망의절망의 삶을삶을 살아가는살아가는 사람들사람들’’이라고이라고 말한다말한다..
물론물론 사람들마다사람들마다 나름의나름의 안전지대가안전지대가 있으며있으며 그그 자체가자체가 나쁜나쁜 것은것은 아니다아니다..
하지만하지만 안전지대가안전지대가 있다는있다는 것과것과 안전지대의안전지대의 노예로노예로 살아간다는살아간다는 것은것은 다다
르다르다..
안전지대에안전지대에 눌러앉아눌러앉아 살아가는살아가는 사람은사람은 스스로스스로 안전지대에안전지대에 익숙해익숙해 진진 채채
로로 삶의삶의 돌파구를돌파구를 찾지찾지 못해못해 헤매는헤매는 사람이다사람이다..

앞으로앞으로 나아가기나아가기 위해서위해서는는 안전지대에서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벗어나야 합니다합니다. . 
새로운새로운 것을것을 시도해시도해 보고보고 전과전과 비교하여비교하여 현재현재 상태가상태가 나은나은
지지 아닌지도아닌지도 살펴보아야살펴보아야 합니다합니다..
안전지대를안전지대를 벗어나벗어나 새로운새로운 모험에모험에 도전한다는도전한다는 것은것은 불편불편
하고하고 두려운두려운 일입니다일입니다. . 하지만하지만 그그 길만이길만이 성공성공으로으로 나아갈나아갈
수수 있는있는 유일한유일한 길길입니다입니다!!

안전지대에서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벗어나기
Breaking OutBreak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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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변화--친구인가친구인가? ? 적인가적인가??
ChangeChange--Friend Or Foe?Friend Or Foe?

LA LA 다저스팀의다저스팀의 매니저인매니저인 토니토니 라소다라소다

그는그는 아들과아들과 딸이딸이 하나씩하나씩 있는데있는데 아들은아들은 몇몇 달달 전에전에 세상을세상을 떠났다고떠났다고 말말
했다했다. . 
““내내 아들은아들은 그때그때 3333살이었소살이었소. . 만약만약 신이신이 3333년년 전에전에 내내 앞에앞에 나타나나타나 아들아들
이이 3434살을살을 맞기맞기 전에전에 다시다시 하늘로하늘로 데려갈데려갈 텐데텐데 그래도그래도 아들을아들을 키울키울 것인것인
지지 아니면아니면 사랑하는사랑하는 아들을아들을 잃는잃는 고통을고통을 안겨줄안겨줄 아들을아들을 처음부터처음부터 갖지갖지 않않
을을 것인지를것인지를 선택하라고선택하라고 한다면한다면 주저주저 없이없이 자식을자식을 달라고달라고 했을했을 것이오것이오..
지금지금 내내 아들은아들은 저저 세상으로세상으로 가고가고 없지만없지만 아내와아내와 나는나는 아들과아들과 함께함께 했던했던
3333년년 동안의동안의 행복한행복한 순간을순간을 그그 무엇과도무엇과도 바꾸고바꾸고 싶지싶지 않다오않다오..””

고통고통은은 인생에서인생에서 결코결코 피할피할 수수 없는없는 부분부분이다이다. . 고고
통을통을 애써애써 피하려피하려 하지하지 마라마라. . 자기자기 자신을자신을 고통으고통으
로부터로부터 보호하려고보호하려고 하면하면 할수록할수록 인생이인생이 주는주는 즐거즐거
움움을을 더더 많이많이 누리지누리지 못할못할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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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고치에서누에고치에서 벗어서벗어서 나비로나비로 변신하기변신하기
From Cocoon To ButterflyFrom Cocoon To Butterfly

날이날이 갈수록갈수록 점점점점 더더 많은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현실을현실을 직시하기보다직시하기보다 도피하려는도피하려는
경향이경향이 강한데강한데 미래학자미래학자 페이스페이스 팝콘은팝콘은 이러한이러한 현상을현상을 두고두고 ‘‘코쿠닝코쿠닝
(Cocooning:(Cocooning:집에서집에서 TVTV나나 보면서보면서 소일하는소일하는 것것))현상현상’’이라고이라고 표현한표현한
다다..
누에고치누에고치 안은안은 편안하고편안하고 안전하며안전하며 따뜻합니다따뜻합니다. . 하지만하지만 그그 안에서만안에서만 머문머문
다면다면 더더 이상의이상의 발전을발전을 기대할기대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만약만약 당신에게당신에게 변화를변화를 거부하고거부하고 영원히영원히 고치고치 안에안에 안주하는안주하는 것과것과 변화를변화를
받아들여받아들여 아름답게아름답게 날아오르는날아오르는 나비로나비로 성장하는성장하는 것것 중에서중에서 하나를하나를 선택선택
할할 수수 있는있는 선택권이선택권이 주어진다면주어진다면 어느어느 쪽을쪽을 택하겠습니까택하겠습니까??

변화변화는는 언제까지나언제까지나 끊임없이끊임없이 일어나는일어나는 현상현상입니입니
다다. . 그그 변화에변화에 어떻게어떻게 대응하는가대응하는가에에 따라따라 좋은좋은 결결
과과 혹은혹은 나쁜나쁜 결과를결과를 만들어만들어 낼낼 수는수는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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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변화를 사랑하는사랑하는 방법을방법을 습득하라습득하라
Learn To Love ChangeLearn To Love Change

비바람을비바람을 뚫고뚫고 앞으로앞으로 나아가던나아가던 거대한거대한 전함의전함의 야간경비병이야간경비병이 바다바다 저저
멀리멀리 반짝이는반짝이는 불빛을불빛을 발견하고발견하고 선장에게선장에게 그그 사실을사실을 알렸다알렸다..
선장은선장은 즉시즉시 상대방에게상대방에게 항해경로를항해경로를 1010도도 남쪽으로남쪽으로 선회하라는선회하라는 신호를신호를
보냈다보냈다..
그런데그런데 몇몇 분분 뒤에뒤에 상대방은상대방은 전함의전함의 방향을방향을 1010도도 북쪽으로북쪽으로 선회하라는선회하라는
응답을응답을 해왔다해왔다..
““나는나는 이이 전투함의전투함의 선장이다선장이다. . 너희가너희가 경로를경로를 남쪽으로남쪽으로 선회하라선회하라..””
““나는나는 이등항해사입니다이등항해사입니다. . 즉시즉시 경로를경로를 북쪽으로북쪽으로 선회하십시오선회하십시오!!””
그그 말을말을 듣고듣고 화가화가 난난 선장은선장은 고함을고함을 질러가며질러가며 신호를신호를 보냈다보냈다..
““당장당장 방향을방향을 바꿔라바꿔라. . 이이 배가배가 전투함이라는전투함이라는 사실을사실을 잊지잊지 않길않길 바란다바란다!!””
그러자그러자 상대방은상대방은 여전히여전히 침착하게침착하게 응답을응답을 해왔다해왔다..
““즉시즉시 경로를경로를 바꾸십시오바꾸십시오. . 여기는여기는 등대등대입니다입니다..””

등대등대는는 ‘‘기술의기술의 발달발달’’을을 상징한다상징한다. . 우리가우리가 계속계속 안전지대에안전지대에 머물며머물며
기술의기술의 발전발전 속도를속도를 늦추라고늦추라고 요구한다면요구한다면, , 그것은그것은 등대더러등대더러 방향을방향을
바꾸라바꾸라고고 하는하는 선장과선장과 같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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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장장
기회가기회가 아닌아닌 선택이선택이
우리의우리의 운명을운명을 결정한다결정한다

Choice Not Chance, Determines Your Destiny

좋은 기회를 움켜쥘 수도 있다. 
기회가 지나가는 길목을 찾아 그것을 기다린다면

당연히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무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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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같은 상황에서도상황에서도 선택은선택은 다를다를 수수 있다있다
Same Event, Different ChoicesSame Event, Different Choices

차들이차들이 서로서로 뒤엉켜뒤엉켜 도로가도로가 꽉꽉꽉꽉 막힌막힌 상황을상황을 떠올려보자떠올려보자..
어떤어떤 운전자는운전자는 마치마치 기관총을기관총을 쏘아대쏘아대 듯듯 경적을경적을 울리고울리고
고함을고함을 지르면서지르면서 차차 문을문을 부서져라부서져라 여닫는다여닫는다..

반면반면 어떤어떤 운전자들은운전자들은 그러한그러한 상황을상황을 긍정적으로긍정적으로 활용활용
한다한다..
의자에의자에 편하게편하게 기대기대 앉아앉아 카세트를카세트를 듣거나듣거나 책을책을 펼쳐펼쳐 든다든다. . 차차
가가 막힌다고막힌다고 불평하거나불평하거나 투덜대며투덜대며 시간을시간을 낭비하는낭비하는 것이것이 아니아니
라라 시간을시간을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활용하여활용하여 내실을내실을 기하는기하는 것이다것이다..

비록비록 같은같은 상황상황일지라도일지라도 그그 상황에상황에 대대
처하는처하는 사람들의사람들의 선택선택은은 다를다를 수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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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계획 세우기세우기
Making PlansMaking Plans

““신을신을 웃기는웃기는 방법을방법을 아십니까아십니까? ? 그것은그것은 바로바로 자신의자신의 계획을계획을 신에게신에게 말하는말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세상을세상을 살다보면살다보면 자신의자신의 뜻대로뜻대로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는있는 일을일을 겪기도겪기도 하지만하지만, , 자신의자신의 뜻과뜻과 상관상관
없이없이 이미이미 선택된선택된 일도일도 겪는겪는 법이다법이다..
하지만하지만 설사설사 신의신의 영역이라영역이라 할지라도할지라도 그러한그러한 상황에상황에 대해대해 우리가우리가 어떻게어떻게 대응할대응할 것인것인
지는지는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다있다..

기회기회가가 아닌아닌 선택선택이이 우리의우리의 운운
명명을을 결정한다결정한다..
우리가우리가 날마다날마다 접하는접하는 수백수백 가지의가지의 선택선택
의의 기회와기회와 그러한그러한 상황에서의상황에서의 선택이선택이 우우
리의리의 삶에삶에 강한강한 영양을영양을 미치는미치는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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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선택할 수수 있는있는 권리권리는는 세상에서세상에서 누릴누릴 수수
있는있는 가장가장 커다란커다란 혜택혜택이자이자 자유자유이다이다..
아무리아무리 사소한사소한 선택이라도선택이라도 선택에는선택에는 그에그에 따른따른 결과가결과가 있게있게 마련이다마련이다. . 그리고그리고
시간의시간의 흐름에흐름에 따라따라 사소한사소한 선택들이선택들이 쌓여쌓여 커다란커다란 결과로결과로 나타날나타날 수수 있다있다..

일생동안일생동안 한한 개비의개비의 담배를담배를 피우겠다는피우겠다는 선택을선택을 한한 사람과사람과 하루에하루에 한한 갑씩갑씩
피우겠다는피우겠다는 선택을선택을 한한 사람과의사람과의 결과는결과는 엄청난엄청난 차이를차이를 만든다만든다..

결국결국 당신이당신이 어떤어떤 사람인지는사람인지는 당신당신
이이 내리는내리는 선택선택에에 의해의해 결정된다고결정된다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삶삶 그리고그리고 선택선택
Living And ChoosingLiving And Cho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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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성공을 선택하라선택하라
Choosing SuccessChoosing Success

““어느어느 시기까지는시기까지는 환경이나환경이나 유전적인유전적인 요소요소, , 주변의주변의 움직임과움직임과 변화가변화가
한한 인간의인간의 삶을삶을 결정짓습니다결정짓습니다. . 
그러나그러나 그그 시기를시기를 넘어서면넘어서면 흙을흙을 빚어빚어 도자기를도자기를 만드는만드는 것처럼것처럼 자신자신
이이 원하는원하는 삶을삶을 빚어빚어 내는내는 일은일은 개개인의개개인의 능력능력에에 달려달려 있습니다있습니다..
나약한나약한 사람만이사람만이 부모나부모나 시대를시대를 잘못잘못 타고났다거나타고났다거나 운이운이 없어서없어서 그렇그렇
다며다며 운명을운명을 탓하고탓하고 변명을변명을 늘어놓습니다늘어놓습니다..
우리우리 모두에게는모두에게는 ‘‘오늘의오늘의 나는나는 이렇지만이렇지만 내일은내일은 다른다른 사람이사람이 될될 것이것이
다다’’라고라고 선언하고선언하고 그것을그것을 실천에실천에 옮길옮길 수수 있는있는 능력이능력이 내재되어내재되어 있습있습

니다니다..”” -- 루이루이 라무르라무르

올바른올바른 선택을선택을 할할 수수 있는있는 당신의당신의 능력을능력을 존중존중하라하라. . 그리그리
고고 그그 능력을능력을 믿고믿고 발전시켜발전시켜 사랑과사랑과 지혜를지혜를 바탕으로바탕으로 실천실천
하라하라. . 당신은당신은 얼마든지얼마든지 성공을성공을 선택선택할할 수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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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미 있는있는 정보정보, , 목적목적 있는있는 행동행동
Meaningful Information, Purposeful ActionMeaningful Information, Purposeful Action

오늘날과오늘날과 같은같은 정보사회에서는정보사회에서는 의미의미 있는있는 정보가정보가 그그 무엇보다무엇보다 중요하중요하
다는다는 사실을사실을 기억하라기억하라!!

중요한중요한 것은것은 단순히단순히 알고알고 있다는있다는 사실이사실이 아니라아니라 아는아는
것을것을 어떻게어떻게 행동으로행동으로 옮길옮길 것인가것인가 하는하는 문제이다문제이다..
500500년년 전에전에 살았던살았던 콜럼버스콜럼버스는는 알고알고 있는있는 정보를정보를 행동으로행동으로 옮겨옮겨
100%100%활용할활용할 때때, , 어떤어떤 힘이힘이 발휘되는지를발휘되는지를 잘잘 보여준다보여준다..

10541054년년, , 기나긴기나긴 항해로항해로 배에배에 있던있던 생필품이생필품이 거의거의 바닥난바닥난 상태에서상태에서 콜럼콜럼
버스는버스는 자메이카의자메이카의 한한 해변에해변에 사는사는 원주민들에게원주민들에게 물과물과 음식을음식을 구했다구했다..
하지만하지만 그들이그들이 들어주지들어주지 않자않자 책력을책력을 검토하던검토하던 항해사로부터항해사로부터 며칠며칠 뒤뒤 월월
식식이이 있다는있다는 정보를정보를 듣고듣고 계획을계획을 세웠다세웠다..
물과물과 음식을음식을 주지주지 않으면않으면 달을달을 없애겠다고없애겠다고 협박했던협박했던 것이다것이다. . 물론물론 달이달이
지구그림자에지구그림자에 가려지는가려지는 월식월식 현상을현상을 보고는보고는 원주민들은원주민들은 콜럼버스의콜럼버스의 제안제안
에에 따르지따르지 않을않을 수수 없게없게 되었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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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그그 자체는자체는 꺼짐꺼짐 상태에상태에 있는있는 전등스위치와전등스위치와 같습같습
니다니다. . 따라서따라서 행동이행동이 가해져야만가해져야만 힘을힘을 발휘할발휘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꺼짐꺼짐 상태에상태에 있는있는 전등스위치를전등스위치를 켜면켜면 어떤어떤 상태로상태로 변변
하게하게 됩니까됩니까? ? 당연히당연히 전류가전류가 흐르고흐르고 온온 방안이방안이 환해환해
집니다집니다..

한한 가지가지 분명한분명한 사실은사실은 전등스위치를전등스위치를 켤켤 것것
인지인지 혹은혹은 직장주의에서직장주의에서 벗어나벗어나 독립의독립의 길길
을을 걸어갈걸어갈 것인지것인지를를 선택할선택할 사람은사람은 바로바로 당당
신신이라는이라는 점입니다점입니다!!

현명하고현명하고 올바른올바른 선택선택
Choosing Wisely And WellChoosing Wisely An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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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라는파산이라는 고질병고질병

AddictionAddiction--Being BrokeBeing B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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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55장장
파산은파산은 결코결코
장난이장난이 아니다아니다

Being Broke Ain’t No Joke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 벤자민 프랭클린



Thursday, April 28, 2005 page 33 ⓒ2003, CVIKorea

파산이란파산이란……
Broke isBroke is……

파산이란파산이란 매달매달 돌아오는돌아오는 신용카드신용카드 대금의대금의 극히극히 일부만을일부만을 갚아갚아
나가는나가는 것입니다것입니다..
파산이란파산이란 할부금을할부금을 지불할지불할 수수 없어서없어서 필요한필요한 것을것을 구입하지구입하지 못못
하고하고 빌려빌려 쓰는쓰는 것입니다것입니다..
파산이란파산이란 새로새로 상영되는상영되는 좋은좋은 영화를영화를 보러보러 가는가는 대신대신 비디오가비디오가
나올나올 때까지때까지 기다렸다가기다렸다가 값싸게값싸게 빌려빌려 보는보는 것입니다것입니다..
파산이란파산이란 집세집세 걱정을걱정을 하느라하느라 잠잠 못못 이루는이루는 것이다것이다..
그그 중에서도중에서도 파산을파산을 가장가장 완벽하게완벽하게 정의한정의한 것은것은 바로바로 이것이다이것이다..

파산파산이란이란 더욱더더욱더 심각한심각한 적자인생적자인생으로으로 빠져드빠져드
느냐느냐 아니면아니면 빚을빚을 완전히완전히 갚느냐갚느냐를를 선택하는선택하는
기로에기로에 서서 있는있는 것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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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절제한무절제한 신용카드신용카드 사용은사용은 파산의파산의 지름길지름길
A Crash Course In Easy CreditA Crash Course In Easy Credit

『『USA USA 투데이투데이』』지에지에 따르면따르면 전체전체 미국인의미국인의 40%, 40%, 즉즉 열열 명명
중에중에 서서 네네 명명 정도가정도가 수입을수입을 초과하는초과하는 지출을지출을 하고하고 있다고있다고 한한
다다..
어떻게어떻게 그럴그럴 수수 있을까있을까? ? 그것은그것은 매우매우 간단하다간단하다. . ““카드로카드로 해해 주주
세요세요!!””라는라는 한한 마디면마디면 만사형통이다만사형통이다. . 그러니그러니 파산하는파산하는 사람들사람들
이이 늘어나는늘어나는 것은것은 당연한당연한 일이다일이다!!
미국의미국의 인구는인구는 22억억 66천천 55백만백만 명인데명인데 신용카드는신용카드는 88억억 개가개가 돌돌
고고 있으며있으며 19941994년만년만 해도해도 미국인의미국인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사용액수는사용액수는 무무
려려 55천천 억억 달러에달러에 달했다달했다!!
수백만의수백만의 사람들이사람들이 가계가가계가 파산할파산할 지경에지경에 이르렀는데도이르렀는데도 아무런아무런
대책도대책도 없이없이 마구마구 신용카드를신용카드를 긁어대고긁어대고 있다는있다는 현실이현실이 서글플서글플
뿐이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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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파산은 우리에게우리에게 어떤어떤 영향을영향을 미치는가미치는가??
How Being Broke Affects UsHow Being Broke Affects Us

파산을파산을 하여하여 돈이돈이 없으면없으면 스트레스가스트레스가 쌓이고쌓이고 배우자와의배우자와의 말다툼이말다툼이 잦아지며잦아지며 병치레도병치레도
더더 많아지고많아지고 우울증우울증, , 분노분노, , 걱정에걱정에 휩싸이게휩싸이게 된다된다. .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극심한극심한 두려움을두려움을 안고안고
살아가야만살아가야만 한다한다..

거인거인 제이크의제이크의 이야기이야기
이이 지방지방 저저 지방을지방을 돌아다니며돌아다니며 물건을물건을 판매하는판매하는 어느어느 세일즈맨이세일즈맨이 목을목을 축이기축이기 위해위해 주점에주점에 들들
렸다렸다. . 그런데그런데 갑자기갑자기 공포에공포에 질린질린 어떤어떤 남자가남자가 주점으로주점으로 뛰어들더니뛰어들더니 이렇게이렇게 외쳤다외쳤다..
““살고살고 싶으면싶으면 모두모두 도망가도망가! ! 거인거인 제이크가제이크가 온다온다!!””
그그 말은말은 들은들은 사람들은사람들은 모두모두 사방으로사방으로 흩어지자흩어지자 곧이어곧이어 엄청나게엄청나게 덩치가덩치가 큰큰 사람이사람이 문을문을 박차박차
고고 들어오더니들어오더니 닥치는닥치는 대로대로 의자와의자와 탁자를탁자를 내던진내던진 뒤뒤, , 그그 세일즈맨의세일즈맨의 멱살을멱살을 잡고잡고 외쳤다외쳤다..
““지금지금 당장당장 술을술을 가져와가져와!!””
겁에겁에 질린질린 세일즈맨은세일즈맨은 얼른얼른 뛰어가뛰어가 위스키위스키 병을병을 가져다가져다 주었고주었고 거인은거인은 그것을그것을 단숨에단숨에 들이켜들이켜
버렸습니다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놀라 몸이몸이 거의거의 마비되다시피마비되다시피 한한 세일즈맨이세일즈맨이 더듬거리며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물었습니다..
““더더 가져올까요가져올까요??””
그러자그러자 거인이거인이 투덜거리며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아냐아냐, , 이젠이젠 나도나도 도망가야도망가야 해해. . 못못 들었어들었어? ? 거인거인 제이크가제이크가 온다잖아온다잖아!!””

파산을파산을 당하면당하면 온갖온갖 걱정거리에걱정거리에 파묻히기파묻히기 때문에때문에 더더 이상이상 나빠질나빠질 것이것이 없어없어
보이지만보이지만, , 불행하게도불행하게도 아직아직 거인거인 제이크는제이크는 도착하지도도착하지도 않은않은 상태상태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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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일시적으로 돈이돈이 없다는없다는 것은것은 죄도죄도 아니고아니고 부끄러운부끄러운 일도일도 아니다아니다. . 
정말로정말로 부끄러운부끄러운 일은일은 언제까지나언제까지나 파산상태에파산상태에 머물러머물러 있거나있거나 가난을가난을
인생을인생을 살아가는살아가는 하나의하나의 방식으로방식으로 받아들이는받아들이는 것이다것이다..
파산은파산은 일시적인일시적인 것이므로것이므로 당신이당신이 정말로정말로 무일푼무일푼 인생의인생의 악순환에서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벗어나고자 한다면한다면 얼마든지얼마든지 그렇게그렇게 할할 수수 있다있다..
기회가기회가 없다고없다고 불평하지불평하지 마라마라..

전전 세계적으로세계적으로 우리보다우리보다 기회가기회가 훨씬훨씬 적은적은 아아
니니, , 비참하기까지비참하기까지 한한 수백만의수백만의 사람들이사람들이 처한처한
현실을현실을 돌아보십시오돌아보십시오..
““신발이신발이 없는없는 신세신세를를 한탄하고한탄하고 있었더니있었더니
발이발이 없는없는 사람사람이이 지나가더라지나가더라..””

다행이다행이 파산은파산은 일시적인일시적인 것이다것이다
Fortunately, Broke Is TemporaryFortunately, Broke Is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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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66장장
일시적인일시적인 파산과파산과

영구적인영구적인 가난의가난의 차이차이
Being Broke vs Being Poor

동전 한 닢을 얻기 위해 인생을 내준 대가로 오로지 절망만을 얻었다.
만약 내가 인생에게 내 몫을 요구했다면
인생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해주었을 텐데…

- 무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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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빈곤에 대한대한 상대적인상대적인 비교비교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ur Poor Have It MadeCompared To Other Countries, Our Poor Have It Made

미국미국 통계청의통계청의 자료에자료에 의하면의하면 44천만에천만에 달하는달하는 미국인이미국인이 빈곤계층이빈곤계층이
라고라고 한다한다..
미국의미국의 통계청이통계청이 말하는말하는 빈민층빈민층

44인인 가족을가족을 기준으로기준으로 연수입이연수입이 14,00014,000달러달러 이하인이하인 경우를경우를 빈민으로빈민으로
규정한다규정한다. . 하지만하지만 중국에서는중국에서는 연수입이연수입이 66백달러백달러 이하인이하인 경우를경우를 빈민빈민
으로으로 규정한다규정한다..
소위소위 빈민층에빈민층에 속하는속하는 미국인의미국인의 약약 40%40%가가 자기자기 소유의소유의 집을집을 가지고가지고
있다있다..
빈민층에빈민층에 속하는속하는 미국인들의미국인들의 주거공간은주거공간은 평균적인평균적인 일본인보다일본인보다 22배배, , 
러시아인에러시아인에 비해비해 44배가배가 넓다넓다..

물론물론 미국인들의미국인들의 입장에서입장에서 본다면본다면 가난하다고가난하다고 말할말할 수도수도
있다있다. . 하지만하지만 현실을현실을 직시하라직시하라. . 다른다른 나라와나라와 비교해비교해 볼볼 때때, , 
미국의미국의 빈민층이빈민층이 겪는겪는 가난은가난은 가난도가난도 아니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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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남자가남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를전화를 걸어걸어 자자
신의신의 집을집을 팔아야겠다고팔아야겠다고 말했다말했다. . 
부동산중개인은부동산중개인은 그의그의 집으로집으로 찾아와찾아와 집을집을 돌아보고돌아보고 여러여러 가지가지 사사
항을항을 메모하더니메모하더니 일요일일요일 신문에신문에 광고를광고를 내겠다고내겠다고 말했다말했다..
마침내마침내 일요일이일요일이 되자되자, , 그그 남자는남자는 우연히우연히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광고를광고를 읽읽
게게 되었다되었다..

당신당신 자신부터자신부터 살펴라살펴라
Right In Your BackyardRight In Your Backyard

아름다운 침실 네 개와 욕실이 세 개 있으며 1에이커의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멋진 집!
학교와 쇼핑센터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림 같은 수영장과 그 밖의 여러 가
지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좋은 기회인 직접 보고 확인하기 바람. 전화예약 가능.

그그 광고를광고를 본본 집주인은집주인은 즉시즉시 부동산중개인에게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전화를 해서해서 이렇게이렇게 말했다말했다..
““방금방금 당신이당신이 낸낸 광고를광고를 읽었습니다읽었습니다. . 지금지금 당장당장 광고를광고를 취소하십시오취소하십시오! ! 당당
신의신의 광고를광고를 일고일고 나서나서 이이 집이집이 늘늘 내가내가 꿈꿔오던꿈꿔오던 집이라는집이라는 사실을사실을 깨달깨달
았어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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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안전한 직장은직장은 없다없다
Drowning In A Flood Of OpportunityDrowning In A Flood Of Opportunity

정치인들이나정치인들이나 노동조합간부들이노동조합간부들이 일자리를일자리를 더더 창출해야창출해야
한다고한다고 목소리를목소리를 높일높일 때마다때마다 크게크게 반박하고반박하고 싶다싶다..
자유시장에서자유시장에서 퇴출위기에퇴출위기에 몰린몰린 업체를업체를 지원하여지원하여 일자리가일자리가 줄어드줄어드
는는 것을것을 막으려는막으려는 시도는시도는 마치마치 가을이가을이 가는가는 것을것을 막기막기 위해위해 낙엽낙엽
을을 나무에나무에 붙여놓는붙여놓는 것과것과 같다같다. . 다시다시 말해말해 임시방편에임시방편에 지나지지나지 않않
는는 것이다것이다!!

안정적인안정적인 직장은직장은 더더 이상이상 존재하지존재하지 않다않다..
실업을실업을 줄이는줄이는 근본적인근본적인 방법은방법은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하는하는 사람을사람을 늘리는늘리는
것것, , 다시다시 말해말해 고용되기보다는고용되기보다는 창업하기를창업하기를 장려장려해야해야 하는하는 것이다것이다..

어떤어떤 직장이든직장이든 그그 직장의직장의 가치는가치는 일을일을 하는하는 사람의사람의 능력능력에에 달려달려 있다있다..
““어떤어떤 직장에도직장에도 미래는미래는 없다없다. . 미래는미래는 그그 일을일을 하는하는 사사
람람에게에게 달려달려 있는있는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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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77장장
당신은당신은 피해자인가피해자인가??
아니면아니면 승자인가승자인가??

Are You A Victim? Or A Victor?

과녁을 맞히지 못한 궁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못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것이 과녁의 잘못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과녁을 맞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발하라.

- 길버트 알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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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해자 게임게임
The Victim GameThe Victim Game

광고판에는광고판에는 다섯다섯 명의명의 아기들이아기들이 나란히나란히 앉아앉아 울고울고 있다있다..
아기들의아기들의 손가락은손가락은 한결같이한결같이 오른쪽에오른쪽에 있는있는 아기를아기를 향해향해
뻗어뻗어 있다있다..
그그 광고판의광고판의 밑에는밑에는 이러한이러한 설명이설명이 있다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남의 탓입니다!

우리우리 주변에는주변에는 스스로스스로 피해자라고피해자라고 우기는우기는 사람들이사람들이 너무너무
도도 많다는많다는 것을것을 알게알게 된다된다..
피해의식피해의식에에 젖어젖어 있지있지 말고말고 스스로스스로 털고털고 일어일어
나나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노력해야노력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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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어차피 인생은인생은 불공평하다불공평하다
Life IsnLife Isn’’t Fairt Fair

어쩌면어쩌면 이렇게이렇게 말하고말하고 싶은싶은 사람이사람이 있을지있을지 모른다모른다..
만약만약 당신이당신이 스스로를스스로를 불행하다고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생각한다면 W. W. 미첼미첼이이
라는라는 사람의사람의 이야기를이야기를 들어보라들어보라..
미첼은미첼은 오토바이사고로오토바이사고로 몸의몸의 65%65%나나 되는되는 부분에부분에 33도도 화상을화상을 입었다입었다..
얼굴은얼굴은 흉터로흉터로 가득하고가득하고 손도손도 자유롭게자유롭게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었지만없었지만, , 나무를나무를 땔감으로땔감으로 사사
용하는용하는 난로제조회사를난로제조회사를 설립하여설립하여 버몬트에서버몬트에서 가장가장 규모가규모가 큰큰 기업체로기업체로 성장했다성장했다..
오토바이오토바이 사고를사고를 겪고겪고 나서나서 44년이년이 흐른흐른 후후 미첼은미첼은 그의그의 전용비행기가전용비행기가 추락하여추락하여 척척
추를추를 다쳤고다쳤고 평생평생 동안동안 하반신하반신 불구로불구로 살아야살아야 한다는한다는 진단을진단을 받게받게 되었다되었다..
비록비록 휠체어를휠체어를 타고타고 다니는다니는 신세가신세가 되었지만되었지만 그는그는 또또 다시다시 인간승리를인간승리를 보여주며보여주며
시장에시장에 출마하여출마하여 당선되었다당선되었다..

당신이당신이 피해자라는피해자라는 생각이생각이 들들 때에는때에는 W. W. 미첼을미첼을 떠올리라떠올리라. . 
그래도그래도 자기자기 연민으로부터연민으로부터 벗어나지벗어나지 못한다면못한다면 당신은당신은
평생평생 그그 상태에상태에 머물러머물러 그저그저 그런그런 삶을삶을 살게살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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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의의 물결물결 –– 자영사업의자영사업의 시대시대
The Fourth Wave The Fourth Wave –– Age Of The EntrepreneurAge Of The Entrepreneur

『『USAUSA투데이투데이』』지가지가 미국인들을미국인들을 상대로상대로 자영사업에자영사업에 대한대한
관심도를관심도를 설문조사해설문조사해 분석한분석한 결과를결과를 발표하였다발표하였다..

2525세에서세에서 4444세이세이 이른이른 사람들사람들 중에서중에서 96%96%에에 이르는이르는
사람들이사람들이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간절히간절히 해보고해보고 싶다는싶다는 조사결과조사결과
이다이다..
점점점점 더더 많은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원하고원하고 있으며있으며 이이
러한러한 경향은경향은 단순히단순히 늘어나는늘어나는 것에것에 그치지그치지 않고않고 앞으로앞으로
도도 1010년년 정도정도 후에는후에는 가히가히 폭발적인폭발적인 수준으로수준으로 발전할발전할
것이다것이다..
한한 연구조사에연구조사에 따르면따르면 백만장자백만장자 네네 명명 중에서중에서 세세 명이명이
자기자기 사업으로사업으로 부자가부자가 되었다고되었다고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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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인간은 결코결코 부정할부정할 수도수도 또한또한 무시할무시할 수도수도 없는없는
두두 가지가지 기본적인기본적인 욕구를욕구를 지니고지니고 있다있다..
하나는하나는 뭔가를뭔가를 창조창조하고자하고자 하는하는 욕구이고욕구이고 다른다른 하나는하나는 소유소유하고자하고자 하는하는
욕구이다욕구이다..
영화감독영화감독 스티븐스티븐 스필버그스필버그는는 몇몇 년년 동안동안 MCAMCA라는라는 영화사에서영화사에서 일했지만일했지만, , 
모든모든 것이것이 호조건이었음에도호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회사를회사를 떠나떠나 직접직접 영화사를영화사를 차리차리
기로기로 결심하였다결심하였다..
모든모든 조건을조건을 충족시키고충족시키고 있는있는 상황에서상황에서 스필버그스필버그 감독이감독이 MCAMCA를를 떠나떠나 자자
기기 회사를회사를 차리기차리기 위해위해 33천만천만 달러를달러를 쏟아쏟아 부은부은 이유는이유는 무엇일까무엇일까? ? 그는그는
이렇게이렇게 말한다말한다..

““내가내가 직접직접 소유자의소유자의 입장에입장에 서서서서 뭔가를뭔가를 창조해나갈창조해나갈 수수 있다있다
는는 생각이생각이 나를나를 매료시켰습니다매료시켰습니다..””

‘‘소유자소유자’’와와 ‘‘창조해나갈창조해나갈 수수 있다있다’’라는라는 말에말에 주목하라주목하라..

인간의인간의 기본적인기본적인 욕구욕구
Human Nature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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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88장장
이미이미 과거지사가과거지사가

되어되어 버린버린 직장예찬론직장예찬론
The Rise And Fall Of The Late, Great Job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저축은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늘 돈
을 쓰기만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 전직 야구감독 할 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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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정말로 올바른올바른 장소에서장소에서 찾고찾고 있는가있는가??
Are You Looking In The Right Place?Are You Looking In The Right Place?

햇살이햇살이 따뜻한따뜻한 어느어느 날날, , 커다란커다란 원숭이원숭이 한한 마리가마리가 무리에서무리에서 멀리멀리 떨어진떨어진 숲을숲을 지나다가지나다가
어떤어떤 탐험가가탐험가가 먹다가먹다가 버린버린 콜라가콜라가 반쯤반쯤 남은남은 코카콜라코카콜라 병을병을 발견하게발견하게 되었다되었다..

““와우와우, , 이렇게이렇게 맛있는맛있는 주스는주스는 처음이로군처음이로군, , 게다가게다가 껍질을껍질을 깔깔 필요도필요도 없고없고……
모든모든 원숭이들이원숭이들이 이이 새롭고새롭고 맛좋은맛좋은 주스를주스를 좋아하게좋아하게 될거야될거야....””
그리하여그리하여 원숭이는원숭이는 새롭고새롭고 맛좋은맛좋은 코카콜라코카콜라 나무를나무를 찾기찾기 위해위해 숲숲 속을속을 헤매게헤매게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결국결국 몇몇 년이년이 흐른흐른 뒤에뒤에 빈손으로빈손으로 원숭이원숭이 무리에게무리에게 돌아갔다돌아갔다..
그그 원숭이는원숭이는 원숭이원숭이 무리에게무리에게 숲숲 속의속의 코카콜라코카콜라 주스에주스에 대해대해 떠들고떠들고 다닌다닌
통에통에 멍청한멍청한 늙은늙은 원숭이라는원숭이라는 비웃음만비웃음만 사고사고 말았다말았다..

대부분의대부분의 사람들처럼사람들처럼 원숭이의원숭이의 생각은생각은 옳았다옳았다. . 문제는문제는 해결책을해결책을
잘못된잘못된 장소에서장소에서 찾았다는찾았다는 점이다점이다!!
당신도당신도 원숭이처럼원숭이처럼 직장직장이라는이라는 나무에서나무에서 독립을독립을 찾고찾고 있있
지는지는 않는가않는가? ? 지금은지금은 다른다른 사람을사람을 위해서가위해서가 아니라아니라 자기자기
자신을자신을 위해위해 일해야일해야 하는하는 시대시대이다이다. . 지금이야말로지금이야말로 직장주직장주
의에서의에서 벗어나벗어나 독립을독립을 추구해야추구해야 할할 때이다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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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변하지 않는않는 것은것은 변한다는변한다는 사실뿐이다사실뿐이다
Change Is The Only ConstantChange Is The Only Constant

1919세기에서세기에서 2020세기로세기로 접어들접어들 무렵무렵 미국에미국에 존재하는존재하는 100100가지가지 일자리일자리 중에중에
서서 6060개가개가 농업과농업과 관련된관련된 것이었다것이었다..
지금은지금은 100100명의명의 미국인미국인 중에서중에서 단단 22명만이명만이 농업에농업에 종사한다종사한다. . 그러면서그러면서
도도 농업생산성은농업생산성은 100100년년 전에전에 비해비해 1,0001,000배나배나 증가했다증가했다..

100100년년 전에전에 농업에서농업에서 일어났던일어났던 변화가변화가 현재현재 일일
반반 산업계에서산업계에서 일어나고일어나고 있다있다..
기술의기술의 발달로발달로 인해인해 일자리는일자리는 꾸준히꾸준히 줄어들고줄어들고 있지만있지만 생산성은생산성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향상향상
되고되고 있다있다..
8080년대에는년대에는 블루칼라의블루칼라의 일자리가일자리가 그그 다음으로다음으로 19901990년대에는년대에는 화이트칼라의화이트칼라의 일자일자
리가리가 타격을타격을 입었다입었다..

2121세기는세기는 자영사업의자영사업의 황금시대황금시대
가가 될될 것이다것이다!!



Thursday, April 28, 2005 page 49 ⓒ2003, CVIKorea

당신은당신은 어떤어떤 일을일을 하고하고 있는가있는가??
What Business Are You In?What Business Are You In?

사람들은사람들은 마치마치 직장을직장을 구하는구하는 것것이이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일인일인 것처럼것처럼 생각한다생각한다..

하지만하지만 정말로정말로 중요한중요한 것은것은 기회를기회를 잡는잡는 것것이다이다..
한한 통계에통계에 의하면의하면 미국인미국인 중의중의 60%60%가가 33개월개월 뒤면뒤면 파산해서파산해서 길거리길거리
에에 나앉을나앉을 정도로정도로 재정상태가재정상태가 엉망이라고엉망이라고 한다한다..
그들은그들은 오로지오로지 직장이직장이 모든모든 것을것을 해결해줄해결해줄 것이라고것이라고 믿믿
었기었기 때문이다때문이다..

‘‘직장직장’’이라는이라는 길이길이 당신이당신이 도달하고자도달하고자 하는하는 목표를목표를 달성할달성할
수수 있는있는 길이길이 아니라면아니라면 다른다른 길을길을 택해야택해야 하는하는 것이것이 당연당연
한한 것것 아닐까아닐까??
당신이당신이 지금까지지금까지 하던하던 일을일을 지속지속한다면한다면 지금까지금까
지지 얻었던얻었던 것만것만 계속계속 얻게얻게 될될 것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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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아직 늦지늦지 않았다않았다!!
You Can Still Win The Race!You Can Still Win The Race!

19551955년년, , 도시를도시를 가로질러가로질러 2626마일을마일을 달려야달려야 하는하는
뉴욕시티뉴욕시티 마라톤마라톤 대회의대회의 참가자참가자 중에서중에서 방향을방향을 잃어잃어
길을길을 잘못잘못 들어서고도들어서고도 우승한우승한 사람이사람이 있다있다..
대열의대열의 선두에선두에 있던있던 멕시코의멕시코의 게르만게르만 실바실바 선수와선수와 그의그의 동동
료선수들이료선수들이 결승선에서결승선에서 약약 11마일마일 정도를정도를 남겨놓고남겨놓고 길을길을 잘잘
못못 들어섰던들어섰던 것이다것이다..
잘못된잘못된 방향으로방향으로 200200야드야드 정도를정도를 달리고달리고 나서야나서야 실수를실수를 깨깨
달은달은 그는그는 왔던왔던 길을길을 되돌아되돌아 나왔고나왔고 선두에서선두에서 달리고달리고 있던있던
선수를선수를 가까스로가까스로 추격하여추격하여 몇몇 초의초의 차이로차이로 승리하게승리하게 되었다되었다..

직장의직장의 길길인가인가? ? 아니면아니면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통한통한
독립의독립의 길길인가인가? ? 현명한현명한 선택을선택을 하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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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지혜로운 선택선택--독립독립

Wise ChoiceWise Choice--The IndependenceThe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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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9장장
소유할소유할 것인가것인가??

아니면아니면 소유당할소유당할 것인가것인가??
Own… Or Owned

자영 사업의 본질은 자유기업 체제 속에 있다.

- 케빈 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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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이건망증이 심한심한 영업사원영업사원 ‘‘조지조지’’의의 이야기이야기

어느어느 날날, , 아침부터아침부터 시작된시작된 회의가회의가 늦게까지늦게까지 이어지자이어지자
부서책임자가부서책임자가 조지에게조지에게 샌드위치를샌드위치를 사오라고사오라고 주문했다주문했다..
한한 시간시간 정도가정도가 지난지난 뒤에뒤에 조지가조지가 벌겋게벌겋게 상기된상기된 얼굴얼굴
로로 숨을숨을 헐떡이며헐떡이며 뛰어들어뛰어들어 왔다왔다..
““수십억수십억 달러짜리달러짜리 사업체의사업체의 사장이사장이 된된 대학동창에게대학동창에게
1,5001,500만만 달러어치의달러어치의 주문주문을을 따냈어요따냈어요!!””
부서책임자는부서책임자는 냉정한냉정한 표정을표정을 지으며지으며 말했다말했다..

““조지조지, , 그거그거 말고말고 더더 할할 말이말이 없나없나??
샌드위치샌드위치는는 아예아예 까맣게까맣게 잊어버렸군잊어버렸군!!””

보다보다 중요한중요한 것을것을 보라보라
Keep Your Eye On The Big PictureKeep Your Eye On The Big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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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자유기업 세계를세계를 올바르게올바르게 바라보라바라보라
Putting Free Enterprise Into PerspectivePutting Free Enterprise Into Perspective

공산주의공산주의 : : 당신이당신이 젖소젖소 두두 마리를마리를 소유하고소유하고 있었는데있었는데 정부에서정부에서 그그 두두 마리를마리를
몰수몰수해가고해가고 대신대신 젖소에서젖소에서 생산된생산된 우유의우유의 일부분을일부분을 당신에게당신에게 배분배분해준다해준다..
사회주의사회주의 : : 당신이당신이 젖소젖소 두두 마리를마리를 소유하고소유하고 있었는데있었는데, , 정부에서정부에서 구구 중의중의 한한
마리를마리를 몰수몰수하여하여 이웃에게이웃에게 나눠준다나눠준다..
자본주의자본주의 : : 당신이당신이 젖소젖소 두두 마리를마리를 소유하고소유하고 있었는데있었는데, , 당신은당신은 그그 중의중의 한한 마마
리를리를 팔아서팔아서 황소를황소를 구입한다구입한다..

직장주의직장주의 : : 당신의당신의 고용주가고용주가 두두 마리의마리의 젖소를젖소를 가가
지고지고 있다있다. . 그는그는 당신에게당신에게 1010센트센트를를 주고주고 우유우유
짜는짜는 일일을을 시킨시킨 다음다음 우유를우유를 11달러에달러에 판매판매한다한다. . 
당신은당신은 우유를우유를 사먹기사먹기 위해위해 11달러를달러를 지불하기지불하기 때때
문에문에 결국결국 당신의당신의 고용주는고용주는 두두 마리의마리의 젖소와젖소와 우우
유를유를 팔아팔아 생기는생기는 모든모든 이윤을이윤을 차지한다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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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는체제는 산소와산소와 같다같다
Free Enterprise Is Like OxygenFree Enterprise Is Like Oxygen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에서체제에서 일하는일하는 것은것은 산소를산소를 마시며마시며 호흡을호흡을 하하
는는 것과것과 같다같다..
산소산소는는 우리가우리가 태어날태어날 때부터때부터 늘늘 곁에곁에 있던있던 존재로존재로 우우
리는리는 아무런아무런 생각생각 없이없이 마치마치 당연하다는당연하다는 듯듯 산소를산소를 들들
이마신다이마신다..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체제도도 산소산소와와 같다같다..
만약만약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가체제가 존재하지존재하지 않았다면않았다면 사람들은사람들은 그그
것을것을 쟁취하기쟁취하기 위해위해 무척이나무척이나 애를애를 썼을썼을 것이다것이다..

결코결코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를체제를 당연히당연히 주어져야주어져야
하는하는 것것으로으로 받아들이지받아들이지 마십시오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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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는체제는 유일한유일한 대안이다대안이다
Are You Driving The Train Or Riding In The Caboose?Are You Driving The Train Or Riding In The Caboose?

『『월스트리트저널지월스트리트저널지』』에에 실린실린 마이크로소프트사의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면광고전면광고

자유기업은 우리 사회의 엔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직장도 상품도 경쟁도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기업은자유기업은 우리우리 사회의사회의 엔진이다엔진이다..
당신이당신이 현재현재 다니고다니고 있는있는 직장을직장을 비롯한비롯한 나머지는나머지는 모두모두 부수적인부수적인
것에것에 지나지지나지 않다않다..

자영사업은자영사업은 ‘‘현명한현명한 대안대안’’이다이다..
자유기업주의자유기업주의는는 현명한현명한 대안대안 이상이자이상이자
유일한유일한 대안대안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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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인시대적인 추세는추세는 달리는달리는 말과말과 같다같다
Trend Are Like HorsesTrend Are Like Horses

““시대적인시대적인 추세는추세는 달리는달리는 말과말과 같다같다. . 말이말이 달리는달리는 방향을방향을 따르면따르면 타는타는
것이것이 쉬워지듯쉬워지듯 시대적인시대적인 추세에추세에 순응하면순응하면 그러한그러한 흐름에흐름에 쉽게쉽게 편승할편승할

수수 있다있다..”” -- 존존 나이스비트나이스비트

시대적인시대적인 추세가추세가 자유기업에자유기업에 있음에도있음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그토록그토록 많은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재정적인재정적인 독립을독립을 위해위해 직장직장
주의에주의에 얽매이는얽매이는 이유는이유는 무엇일까무엇일까??

그것은그것은 바로바로 의존하려는의존하려는 자세자세
때문이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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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010장장
부자가부자가 되는되는 비결비결

So, What’s The Secret Of The Wealthy, Anyway?

나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백만장자처럼 살고 싶을 뿐이다.

-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경영자 투츠 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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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조각의조각의 돌이라도돌이라도 나의나의 소유로소유로 만들어라만들어라
Own A Piece Of The RockOwn A Piece Of The Rock

부자들은부자들은 어떻게어떻게 해서해서 부자가부자가 되었을까되었을까??
부를부를 축적한축적한 분야와분야와 방법은방법은 매우매우 다양하다다양하다. . 하하
지만지만 부자들에게는부자들에게는 예외예외 없이없이 한한 가지가지 공통점공통점
이이 있다있다..

그것은그것은 바로바로 무엇이무엇이 되었든되었든 직접직접
소유한다소유한다는는 점이다점이다..
그들은그들은 소유함으로써소유함으로써 얻게얻게 되는되는 자부심자부심과과
수익성수익성을을 누구보다누구보다 잘잘 이해하고이해하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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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부터부자로부터 무엇을무엇을 배울배울 수수 있을까있을까??
What You Can Learn From The RichWhat You Can Learn From The Rich

165165명의명의 백만장자를백만장자를 대상으로대상으로 설문조사를설문조사를 하여하여 얻은얻은 결결
과는과는 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 부유한부유한 1%1%의의 사람들이사람들이 부자가부자가 된된 비비
결을결을 알알 수수 있다있다..
이들이들 중에서중에서 10%10%의의 사람들이사람들이 재산을재산을 상속상속받아받아 백만장자가백만장자가 되었되었
다다..
약약 75%75%의의 백만장자는백만장자는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시작시작하여하여 큰큰 돈을돈을 벌었다벌었다..
벌어들이는벌어들이는 소득에서소득에서 25%25%이상이상 저축저축하거나하거나 투자투자하였다하였다..

조사조사 결과는결과는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소유하소유하
는는 것이것이 부를부를 창출하는창출하는 최선의최선의 길길’’
이라는이라는 것을것을 그대로그대로 보여준다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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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11장장
최고의최고의 비즈니스비즈니스

The Ideal Business

시스템이 곧 해결책이다.

- AT&T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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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파리 한한 마리마리
A FlyA Fly

위잉위잉…… 윙윙~ ~ 윙윙
파리파리 한한 마리가마리가 벌써벌써 두두 시간째나시간째나 자유를자유를 찾아찾아 유리문을유리문을 뚫뚫
고고 나가겠다는나가겠다는 일념으로일념으로 사무실사무실 창문에창문에 몸을몸을 부딪치고부딪치고 있다있다..
그그 창틀에서창틀에서 33피트피트 정도정도 떨어진떨어진 곳에곳에 위치한위치한 창문은창문은 열려열려
있었는데도있었는데도 파리는파리는 계속계속 한한 자리에서자리에서 맴돌며맴돌며 윙윙거리고윙윙거리고 있있
다다..
만약만약 그그 파리가파리가 조금만조금만 뒤로뒤로 물러서서물러서서 열려열려 있는있는
창문으로창문으로 날아간다면날아간다면 단단 몇몇 초초 만에만에 자유의자유의 몸이몸이
될될 수수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하지만하지만 파리는파리는 그렇게그렇게 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아마도아마도 내일내일 아침이면아침이면 그그 파리는파리는 탈진상태에탈진상태에 빠져빠져 있거나있거나
아니면아니면 죽은죽은 채로채로 발견될지도발견될지도 모른다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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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열심히’’가가 아니라아니라 ‘‘현명하게현명하게’’ 일하라일하라
Working Smarter, Not HarderWorking Smarter, Not Harder

파리는파리는 정말로정말로 자유를자유를 얻기얻기 위해위해 피나는피나는 노력을노력을 기울였다기울였다..
하지만하지만 문제는문제는 그그 파리가파리가 아무리아무리 노력해도노력해도 실패할실패할 수밖에수밖에 없는없는 전략전략
을을 선택했다는선택했다는 점이다점이다..
만약만약 그그 파리가파리가 좀더좀더 지혜로웠다면지혜로웠다면 ‘‘열심히열심히’’가가 아니라아니라 ‘‘현명하게현명하게’’ 일해일해
야만야만 꿈을꿈을 이룰이룰 수수 있다는있다는 사실을사실을 깨달았을깨달았을 것이다것이다..

우리는우리는 파리보다파리보다 더더 똑똑할까똑똑할까??
우리는우리는 직장직장이라는이라는 보이지보이지 않는않는 벽벽에에 가로막힌가로막힌 줄도줄도 모모
르고르고 계속계속 몸을몸을 부딪쳐가며부딪쳐가며 죽을죽을 때까지때까지 일하고일하고 있다있다..
좀더좀더 현명하게현명하게 보이지보이지 않는않는 벽에서벽에서 한한 발발 뒤로뒤로 물러나물러나
자유기업자유기업이라는이라는 열린열린 창문창문을을 통해통해 자유롭게자유롭게 날아가야날아가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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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최고의 비즈니스비즈니스
The Ideal BusinessThe Ideal Business

최상의최상의 사업사업이란이란 곧곧 하나의하나의 시스템시스템을을 말한다말한다..
맛도맛도 좋고좋고 서비스도서비스도 좋은좋은 동네의동네의 햄버거가게는햄버거가게는 줄줄이줄줄이
문을문을 닫는데닫는데, , 왜왜 맥도날드맥도날드 점포들은점포들은 꾸준히꾸준히 엄청난엄청난 수수
입을입을 올리는올리는 것일까것일까??
동네의동네의 햄버거가게와햄버거가게와 맥도날드와의맥도날드와의 차이는차이는 시스템에시스템에
있다있다..
맥도날드는맥도날드는 원료에서부터원료에서부터 마케팅에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 모든모든 것을것을 시시
스템화스템화하여하여 체계적으로체계적으로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다있다..

““아무리아무리 획기적인획기적인 아이디어일지라도아이디어일지라도 그것을그것을 11달러에달러에
사라고사라고 하면하면 다소다소 망설이겠지만망설이겠지만, , 그그 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시스템시스템을을 팔겠다팔겠다고고 한다면한다면 백만백만 달러라도달러라도 기꺼기꺼
이이 내놓겠다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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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기회가 문을문을 두드리면두드리면 문을문을 열어주는열어주는
것이것이 당연하지당연하지 않아않아??””
그러자그러자 상대방이상대방이 어깨를어깨를 으쓱하며으쓱하며 재치재치 있게있게 말한다말한다..
““그래그래, , 언젠가언젠가 기회가기회가 자네자네 집을집을 찾아온찾아온 적이적이 있있
었지었지. . 그런데그런데 자네가자네가 도난도난 경보기를경보기를 끄고끄고 안전안전 빗빗
장을장을 풀고풀고 방호용방호용 사슬을사슬을 벗기고벗기고 안전안전 고리를고리를 열열
고나니까고나니까 이미이미 기회는기회는 저만치저만치 달아나고달아나고 있었지있었지..””
물론물론 ‘‘후회를후회를 하는하는 것보다것보다 안전한안전한 것이것이 낫다낫다’’는는 말말
도도 맞는맞는 얘기지만얘기지만, , 안전한안전한 것것보다보다 성공하는성공하는 것것이이
더더 낫지낫지 않을까않을까??

기회가기회가 주어진다면주어진다면 어떻게어떻게 할할 것인가것인가??
What Do You Do When Opportunity Knocks?What Do You Do When Opportunity Kn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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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212장장
11루에루에 발을발을 붙이고는붙이고는

22루로루로 도루할도루할 수수 없다없다!!
You Can’t Steal Second With

Your Foot On First!

나는 이미 결정내렸다. 두 가지 모두 선택할 것이다.

- C. 스텡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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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웃는 것은것은 바보로바보로 보일보일 수도수도 있는있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우는우는 것은것은 감상적으로감상적으로 보일보일 수도수도 있는있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사랑하는사랑하는 것은것은 사랑받지사랑받지 못할못할 수도수도 있다는있다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사는사는 것은것은 죽을죽을 수도수도 있는있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희망을희망을 갖는갖는 것은것은 절망할절망할 수도수도 있는있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시도를시도를 하는하는 것은것은 실패할실패할 수도수도 있는있는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것것..

어떤어떤 위험이든위험이든 감수감수 해야해야 한다한다..
인생에서인생에서 가장가장 위험한위험한 것것은은 어떠한어떠한 위험이나위험이나 모험도모험도 감감
수하지수하지 않는않는 것것이다이다..
위험을위험을 감수하는감수하는 사람만이사람만이 자유자유로울로울 수수 있다있다!!

위험은위험은 항상항상 따라따라 다닌다다닌다
Everything is a RiskEverything is a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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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루에서루에서 발을발을 떼지떼지 않으면않으면 결코결코
22루로루로 도루할도루할 수수 없다없다..
현재의현재의 안전지대를안전지대를 벗어나벗어나 당신이당신이 위험위험을을 감수감수
하지하지 않는않는 한한 재정적인재정적인 자유는자유는 있을있을 수수 없다없다..

하지만하지만 당신당신 현재현재 하던하던 일을일을 그대로그대로 하면서도하면서도 기기
회를회를 잡아잡아 부업으로부업으로 사업을사업을 할할 수도수도 있다있다..
그러나그러나 진정한진정한 자유자유를를 누리려면누리려면 어느어느 시시
점에서는점에서는 현재의현재의 일을일을 포기해야만포기해야만 한다한다..

안전지대를안전지대를 벗어나라벗어나라!!
Get Off The FenceGet Off The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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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313장장
개인개인 독립독립 선언서선언서

Signing Your Person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생존,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 C. 스텡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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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 독립선언서독립선언서
Person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Person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나는나는 내가내가 마지못해마지못해 선택한선택한 미래가미래가 보이지보이지 않는않는 직장과직장과 상사들상사들
이이 주는주는 중압감중압감 그리고그리고 경제적인경제적인 굴레에서굴레에서 벗어나벗어나 자유기업을자유기업을
통해통해 성취감성취감, , 만족감만족감, , 재정적인재정적인 독립을독립을 추구한다추구한다..

나는나는 자유기업자유기업 체제가체제가 어느어느 특정한특정한 사람이나사람이나 종교에종교에 국한되는국한되는
것이것이 아님을아님을 자명한자명한 사실로사실로 받아들일받아들일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 나나 자신이자신이
생각하고생각하고 꿈꾸고꿈꾸고 배우고배우고 행동하고행동하고 신념을신념을 갖는갖는 등의등의 능력과능력과 재재
능을능을 신으로부터신으로부터 부여부여 받았음을받았음을 충분히충분히 자각한다자각한다..

따라서따라서 오늘부터오늘부터 내내 스스로의스스로의 자유의지로자유의지로 내내 사업을사업을 선택선택하고하고 그것을그것을
운영운영하면서하면서 내가내가 지닌지닌 잠재력을잠재력을 충분히충분히 발휘하겠다고발휘하겠다고 선언한다선언한다..

날짜날짜:                         :                         서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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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길을길을 선택하든선택하든 대가는대가는 지불해야지불해야 한다한다
Either Way, You Pay!Either Way, You Pay!

눈을눈을 똑바로똑바로 뜨고뜨고 올바르게올바르게 바라본다면바라본다면 더더 멋지고멋지고 희망으로희망으로 가득가득 찬찬
기회가기회가 당신을당신을 기다리고기다리고 있음을있음을 알게알게 됩니다됩니다!!
아직아직 발명되지발명되지 않은않은 상품상품

아직아직 충족되지충족되지 못한못한 욕구욕구

아직아직 제공되지제공되지 않은않은 서비스서비스

아직아직 유통되지유통되지 않은않은 제품들은제품들은 얼마든지얼마든지 있습니다있습니다..
아직도아직도 망설이고망설이고 있습니까있습니까??
누군가는누군가는 사람들의사람들의 그러한그러한 욕구를욕구를 채워주어야만채워주어야만 합니다합니다..
왜왜 당신이당신이 나서지나서지 않습니까않습니까??
왜왜 지금지금 시작하지시작하지 않습니까않습니까??

이제이제 일어서서일어서서 도전도전하십시오하십시오..
우선우선 첫첫 발발을을 내딛으십시오내딛으십시오..
그런그런 다음다음 결코결코 되돌아보지되돌아보지 말고말고 앞으로앞으로 나아가십시오나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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