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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여유 찾기
MARGIN: MAKING ROOM FOR THE IMPORTANT

By Robert J. Tamasy

Margin. It is critical for our lives in many ways, even
though we often fail to appreciate it. For instance, the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페이지의 흰 여백은 margins on a typewritten page help the eyes in focusing
책 글씨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페이지상에 여백이 on the words. If the entire sheet of paper were covered
with words, with no white space around them, the task
없이 글자들로만 빼곡하다면 책 읽기는 매우 지루하고
of reading would be tedious at best, even impossible.
여유. 바쁜 일상 속에서 외면하기 쉽지만, 삶의 다방면에서

심지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재정 상황과 일상 스케줄

Unfortunately, many of us fail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margin in our finances and our daily
schedules. We attempt to cram in as much as possible,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even if we know we cannot possibly handle everything
알면서도 가능한 많은 일들을 쑤셔 넣으려고 한다. 그 결과, we are trying to accomplish. As a result, we experience
stress – lots and lots of stress.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속에서의 여유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Gather Ministry 라는 단체에서는 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유란 생산성과 안정성,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억제하는
시간과 재정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여유’란, 휴식
및 재충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적 여유’란, 생활 방식에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A communication from an organization called Gather
Ministries offered this description: “Margin is the
amount of time, money, or whatever, that we hold back
– in order to maintain productivity, stability, integrity.
‘Calendar margin’ means reserving time for rest, for
solitude, for other people. ‘Financial margin’ means
living within our means, even changing our lifestyles, if
necessary. ‘Work margin’ means focusing on what
we're made to do, and excluding the things we aren't.”

‘업무상의 여유’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시간적 여유? 재정적 여유? 업무상의 여유?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라고 반응할지 모른다. 우리의 생활방식은
이미 많은 책임과 의무, 소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필요를 얻기 위해 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계와 영육간의 재충전, 일시적 행복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일,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일과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Many of us would respond, “Calendar margin?
Financial margin? Work margin? What is that?!”
Because our lifestyles are packed with commitments,
obligations – and expenses. We work to excess to
acquire an excess of things we think we need; in the
process we sacrifice things that are far more important
– like relationships, being able to set aside time for
personal,
physical
and
spiritual
restoration,
experiencing true joy rather than temporary happiness,
and most of all, an abiding sense of peace in a world
filled with unrest.

비록 우리 사회 속 문화는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순간순간을 즐길 만큼
멈추어 천천히 갈 것을 이야기 한다. 성경 속 욥기의
주인공이 고백한 다음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 3:26)
그러나 인생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Even though our social culture encourages us to
pursue hectic lifestyles, the Bible admonishes us to do
the opposite: to slow down, to rest, to pause long
enough to enjoy the moment. In the book of Job, the
central character uttered words most of us can identify
with: “I have no peace, no quietness; I have no rest, but
only turmoil” (Job 3:26). But life does not have to be
that way. Here are some things the Scriptures have to
say: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쉼을 가지라.

Take time to rest. So many times it seems the rallying
cry of the business world is, “Do something, anything –
당장 하라!’라고 외친다. 삶 가운데 어떠한 압박이 몰아칠 때, just do it now!” Sometimes, even when the pressures
of the day seem to be bearing down on us, the best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thing we can do is hit the “pause” button and wait for
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what God wants us to do.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Psalm 37:7).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늘 ‘뭔가를 하라. 뭐라도 하라. 지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 37:7)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거하실 곳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긴급한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이성적인 방법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Take time to seek God. We tend to get so caught up
in our activities and schedules, we easily lose sight of
God and where He fits into our lives at the moment. But
when decisions are pending and crises seem looming,
there are times when the best thing is to act counterintuitively. Instead of working up a frenzy, we can, as
Psalm 46:10 urge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 46:10)
지속될 일에 집중하라.

Focus on what will last. Much of our hard work and
sleep-deprived days are devoted to achievements and
좋은 성과를 위해 밤을 지새며 열심히 일해도, 시간에 흐름에
acquisitions that lose value and meaning over time.
따라 그 모든 결과들의 대부분은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잃게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listen to me, and
되기 마련이다.
eat what is good, and you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fare” (Isaiah 55:2).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55:2)

Make our priorities God’s priorities. When we put
God first and strive to do as He directs, He has a way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of ensuring that our daily needs are more than satisfied.
따라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그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as well” (Matthew
이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6:33-34).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3-34)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삶과 일에 있어서 ‘여유’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여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How would you define “margin” in our lives and our work? Do you have it in your life? Explain your answer?

2. 일상생활에서의 여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factors that oppose being able to create margin in our daily lives?

3.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의 여유를 조금 더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How can you go about seeking to build margin into your life? What changes would be necessary to have more of it?

4. 삶의 여유를 찾는데 있어서, 위에 언급된 성경 말씀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Which of the Bible passages cited seems most helpful for you in terms of finding more margin in life, more “space” for the
unexpected and what is most important? In what ways?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열왕기상 3:7-15; 시편 112:1-5; 잠언 8:18-21; 이사야 33:5-6; 디모데전서 4:8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왕상 3:7-15)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시 112:1-5)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잠 8:18-21)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0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 33:5-6) 5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딤전 4: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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