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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기는 삶

신간서적

행운을 부르는 법칙은 따로 없다. 행운은 나를 이기는 삶을 좇아 나올 뿐이다.

운이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절대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運)이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운이란 고정되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움직이고 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중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거둬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 시기, 즉 때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때를 안다고 해도 아무나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때에 맞추어 

운을 잡을 수 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운을 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잡을 수가 있는지, 좋은 운을 부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매사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운이 멀리 달아난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없든 운도 달려오기 마련이다. 

둘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또한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이다.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일할 때는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그러면 힘든 일도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좋은 운을 부를 수가 없다. 

셋째,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공한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욕심을 버리고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의 운이 들어온다.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이 책에서 권하는 지혜로운 글대로 

행하는 분들은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대운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박철수   편저자 박철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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