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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고 일어서자!
SHAKE IT OFF AND STEP UP!

By Jim Mathis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늘 안

I was having breakfast with some friends when one of
them mentioned a co-worker who was always having
좋은 일만 따라다니는 직장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친구가
bad things happen. He had been suspended from
꺼냈다. 그 직장동료는 지각을 너무 자주하여 직장에서 work because he was late too many times. He was
해고됐다고 한다. 지각 사유는 차에 기름이 바닥나서 였고, late because he ran out of gas. He ran out of gas
because his fuel gauge didn't work.
그의 차 연료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료계기판을
수리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주행기록계가

연료계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주행기록계를 통해 차를 얼마만큼
운행했는지 추적하여 몇 백 킬로씩 주행할 때마다 기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Presumably, he could not afford to get the fuel gauge
repaired because he was suspended from his job.
Apparently he failed to realize that he could just keep
track of how far he had driven and fill up every few
hundred miles, even though the trip odometer makes
a good substitute for a fuel gauge. His story of woe
became even longer with additional problems arising
due to not taking control of common situations.

상식적인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은 더욱 길어져 갔다.

그 다음 아침 대화 주제는 선택에 관한 것으로 넘어갔다.

Our breakfast conversation then turned to choices.
Important choices start at least as far back as high
하게 되지만, 어떤 선택들은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school; some can date back to our pre-school days.
Every choice we make has an effect on our life.
올라가기도 한다. 모든 선택은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Sometimes even small choices have a huge impact
for the future.
때론 작은 선택일지라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최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중요한 선택들을

이러한 대화는 우물에 빠진 당나귀 우화를 떠오르게 했다.
당나귀를 우물에서 꺼낼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당나귀를 우물 속에 산 채로 묻는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 그들은 삽으로 흙을 퍼 넣기 시작했지만
당나귀는 몸 위의 흙을 털어내고 쌓여가는 흙더미를 밟아
섰다. 우물 속 흙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당나귀는 계속해서
그 흙더미를 밟고 올라섰다. 결국 우물 속 흙더미는 아주
높게 쌓였고, 당나귀는 안전하게 평지로 나올 수 있었다.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하다. 당나귀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This reminded me of the fable about the donkey that
fell into a well, and nobody could figure out how to get
it out. Eventually the townspeople decided to be
merciful on the donkey by burying it alive in the well.
They began to shovel in dirt, but with each shovelful,
the donkey shook off the dirt and stepped up onto the
growing pile of dirt. As dirt filled the well, the donkey
continued stepping up. Eventually the mound of dirt
inside the well had piled so high, the donkey was able
to step out of the well onto level ground and safety.

This story’s moral is a simple one: The donkey could
여기며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언제든 포기하고 흙 have decided he was doomed and accepted his fate.

속에 묻힐 수 있었다. 그러는 대신 당나귀는 자신에게

He could have given up at any time and become
buried under the dirt. Instead, he kept shaking it off
주어진 딜레마를 극복하고 자유를 향해 계속해서 흙을
and rising up under the challenge until he had
털어내고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섰다.
overcome his dilemma and stepped out into freedom.
마치 이 당나귀처럼, 비즈니스와 전문인 세계에서의 우리

Like the donkey, in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world we often find ourselves deep in a “well” of
안에 갇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이 때 우리에게는 difficulties, with people shoveling dirt on us, trying to
선택권이 있다. 눈앞에 놓인 역경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cover us up. This leaves us with a choice: We can
either become buried by the adverse circumstances,
혹은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직면하기 위해
or keep stepping up to confront the new challenge.
역시 흙을 쏟아 붓고 묻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의 ‘우물’

일어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개인과 공동체의 많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문제에서 벗어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로마서
5 장 3-5 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는 고난의 압박에 굴복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견디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며,
결심을 더욱 굳게 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더욱 뛰어나고 번성하게 함을 뜻한다. 야고보서
1 장 3-5 절 또한 이와 비슷하게 권면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In the Bible, we can find many exampl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at determined not to succumb to their
problems. They would pray for wisdom, sometimes for
outright deliverance, then devise strategies to address
their challenges. This is why passages like Romans
5:3-5 tell us t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 he has given us.”

This means rather than bowing down to the pressures
of adversity, we can rely on God’s strength to endure
our hardships, grow through these experiences,
strengthen our resolve, and overcome our challenges
so we can excel and thrive,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James 1:3-5 offers similar sentiment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One could say that we are never completely out of the
“well” as long as we are still walking around on Planet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Earth. There are constant challenges to face and dirt
털어내야 하는 도전들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to be shaken off as long as we live. With God’s
strength and guidance, we can overcome them. Keep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stepping up!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한, 결코 ‘우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계속해서 밟고 일어서라!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어떤 사람들은 왜 연속적으로 문제에 부딪혀 이미 발생한 일들이 더 복잡하게 꼬이는 걸까요? 이러한 역경의 일부가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Mathis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Why do you think some people seem to encounter one problem after another, each one compounding what’s gone before?
Do you agree with Mr. Mathis that these adversities can often result from choices we have made in the past?

2. 당나귀 우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우화가 당신에게 어떤 교훈 또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줍니까? 당신은 지금
얼마나 깊은 ‘우물’에 빠져있습니까?
Had you heard the fable of the donkey before? What lessons or practical insights does it provide for you? What deep “well”
do you find yourself stuck in at the moment?

3.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를 직면하고 돌파함으로 극복했던 성경인물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If you are familiar with some of the stories in the Bible, who can you think of that was able to overcome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by rising up to face and overcome them?

4. 어떻게 하면 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How can someone seek the power, guidance and wisdom of God for facing times of great difficulty and hardship? Have
you had experiences like that yourself? Explain your answer.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하박국 3:16-18; 시편 27:14; 마태복음 6:1-12; 야고보서 1:5-7,12; 베드로전서 1:6-9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this subject,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합 3:16-18)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 27: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 6:1-12)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약 1:5-7)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벧전 1:6-9)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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