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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일터 도구
THE EVER-CHANGING TOOLS OF THE TRADE

By Rick Boxx
The “tools” I was given for my first job in public
accounting included an adding machine, pencils, and a
‘도구’는 계산기와 연필 몇 자루, 그리고 공책이었다. 내 기억 pad of green columnar paper. The only computer I
속 유일한 컴퓨터는 아무도 그 사용법을 모른 채 어느 고객의 recall was a $1 million albatross located at a client’s
office that no one could figure out how to use. How the
사무실에 놓여있던 백만 불짜리 알바트로스였다. 그 시절에 times have changed since then!
처음 공인 회계 일을 시작할 당시에 내게 주어진 업무용

비하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예전에 쓰던 계산기와 그

Today, my laptop computer is about the size of my
former adding machine, capable of putting that $1
million dinosaur of a computer to shame. My laptop has
만큼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더 이상 따로 계산기를 사용할
eliminated the need for an adding machine, I rarely use
필요도 없고, 연필도 거의 쓰지 않으며, 공책 역시 그때 a pencil for anything, and the green accounting paper
has been replaced by software with a capacity for doing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던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다.
work we could not have imagined during the first years
of my career.
크기가 비슷하고, 그때의 백만 불짜리 공룡이 창피해할

What is most interesting about this is how along with
not being able to anticipate today’s advancements in
오늘날의 기술과 발전을 상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decades past, we know that technology continues to
present us with new tools and resources that we cannot
지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envision right now. Just when we start thinking we have
개발되고 있다. 어떠한 신 기술이 ‘정착’되기 시작할 때, “arrived” in terms of technological breakthroughs, we
learn about some new innovation.
곧바로 또 다른 혁신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직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도

This is true not only for the workplace, but also for every
적용된다. 만약 새 차를 뽑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더욱 aspect of our personal lives. If it has been a few years
since purchasing a new car, we find ourselves amazed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능이 at new additions that make driving safer and more
출시되면 어안이 벙벙해 진다. 통신 기술 역시 따라가기 comfortable. Advances in communications move so
quick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keep pace with them.
버거울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새로운 변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All of this newness continues to amaze us, but the
Scriptures tell us we can eagerly look forward to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고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discovering new things in the spiritual realm as well.
만들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영역에서도

이사야 42 장 9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In Isaiah 42:9, God said, “See, the former things have
taken place, and new things I declare; before they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spring into being I announce them to you.”
이르노라” (사 42: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펼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서
시작해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 장 1~2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1-2)

그러나 이 말이 곧 하나님께서 그 분의 창조 계획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영영 그치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7)
여기에서 ‘일’은 통상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일’은 날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If we look at the “book of beginnings,” the Old
Testament book of Genesis, we read about God’s work
of creation, how He started with nothing and created an
entire universe and proceeded to create the world we
know, along with everything in it – foremost of all,
humankind. Finally, Genesis 2:1-2 tells us, “Then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in all their vast
array.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ing,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However, this did not mean God forever ceased from
His plan to create and oversee the wonders that we
experience every day. As Jesus Christ told His
followers,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John 5:17). Best of all, this
work is not limited to a broad, general sense. God’s
work of “newness” takes place in the lives of each of
His people every day. He can and desires to perform
an act of recreation in us as well.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창조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 새로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옛 것을
대체해

나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태껏 많은 실패와 좌절을 안겨

As the apostle Paul wrot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s the seasons change, we see a continual
march of new replacing the old. And as the Spirit of God
works in our hearts, we can experience new life – new
desires, new motives, new values and new strength –
moving in to replace our old lives that brought us so
much failure and frustration.

주었던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동기부여, 가치,
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일상 업무에 필요한 미래 기술과 도구는 대개 극히

The future tools of our trades, the resources we utilize
for performing our daily jobs, are usually announced in
a very rudimentary form. However, if we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and are receptive, we can be prepared for the new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새로운 things God has declared that He will do in us and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through us, for His glory, whether it is where we work
or where we live.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준비하실 것이다.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기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업무 수행을 가능케 만든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은 무엇입니까?
How have the tools you use at work changed since you began your career? What have been the greatest changes and
innovations for enabling you to do what you do?

2. 당신의 직장 또는 업계의 향후 변화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은 기술 혁신과 관련된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편입니까?
Do you have any anxieties about forthcoming changes in your vocation or industry? How easily are you able to adapt to
changes, especially those involv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3. 영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일’, 즉, 당신의 신앙과 가치, 동기 안에서의 ‘새로운 일’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newness” as it applies to spirituality – the spiritual dimension of our lives that includes our
beliefs, values and motivations?

4.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나눠보세요.
Has God performed a new work in your life? Do you believe He is continuing to do so? Explain your answer. If so, how would
you describe the new work that He has been doing in you?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3:3-8; 로마서 6:1-11, 12:1-2;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4:22-24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요 3:3-8)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롬 6:1-11)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엡 4:22-24)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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