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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삶

스마트폰에서 눈 좀 떼자

현대인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이

못하고 있다. 길을 걷다가도, 운전 중

이나 방법을 찾을 것이

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품이

신호대기 중에도, 횡단보도 앞에서도,

다. 그 우선순위가 나였

되었다. 단순히 전화의 기능을 넘어 문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스마트

을 뿐이다. 그렇게 내가

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 검색과

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말 위험천만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모바일 결제, 영화감상, 게임 등, 점점

이다.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나 내가 굳이 알지 않아

진화하는 유용한 기능들로 우리의 생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체 메시지를 확

도 될 일은 하나씩 걸러

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하지만 스마트

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

서 나의 생활에서 퇴출해

폰이 주는 편리함 뒤에는 디지털 시대

한다.

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ink only of the God!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
이긴자 구세주께서 밀실에 들어가셨을 때, 이긴자는“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When the Victor came in ‘Milshill’, the Victor was commanded. “Do not
think about the past! ”

하여 들어오는 소셜네트

가 남긴 그늘이 있다. 바로 현대인들은

워크서비스(SNS) 등을

한다. 나는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하

하여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

반복 확인하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

면서 왜 상대방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일정

리의 생활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

해서 하는 게임 등으로 말미암아 너무

생각하지 못하는가? 어쩌다가 스마트

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러므로 스마트폰에서 좀 자유로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음을 자

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에도 하루를

업무 등을 처리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져야 한다. 전화가 와도 메시지가 와

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도 그 때 그 때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한 일이 아니다.

정도로 불안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집

된다.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내

차라리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으

느라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에 두고 온 날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

가 필요로 할 때만 봐도 된다. 물론 때

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빠르게 의사

인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 않는다. 그래서 외출 도중 스마트폰

로는 긴급전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을 하여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지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

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다시

이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니다. 정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연락

야 한다. 이제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말 중요한 일은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

할 방법은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꺼놓

가지자.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

어 있다.

는다고 해도 전혀 고립되지 않는다.

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스마트폰에 철저히 구속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기 위

스마트폰 메신저의 내용을 체크하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내가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연락이 안 되면 상대가 나에게 연락할

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깨닫지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방법을 찾아서 기어이 나에게 연락을

제발 스마트폰에서 눈 좀 떼자.*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 Because we think of the past, we die.
죽음의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
각할 때 우리의 피는 썩습니다.
▶ One of the reasons for death is thinking of the past. If we think of the
past, the blood rots.
왜 피가 썩을까요? 그것은 과거의‘나’속에 하나님께서 살으신 것이 아
니라‘나’
라는 의식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 Why does the blood rot? “I”, self-awareness, lived the past. God did
not live the past in me.
우리가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 마귀의 영인‘나’
라는 의식이 들어옵니
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피가 썩습니다.
▶ When we think of the past, “I”, the spirit of Satan comes in, and
therefore, the blood rots whenever we think of the past.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삶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이기신 하나님만을

롤 모델을 설정하고 그분을 닮자
대개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

이 아닐까?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는 것이 흔히 돈과 명예와 권력이다.

청춘을, 정작 그 나이 때는 귀한 것을

인간 심리를 분석해 체계화한 메슬로

모른다. 왜 그럴까?

역사상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우의 인간 욕구 7단계에 비추어보면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잘하는 것인

천하에 못할 것이 없는 막강한 권력과

금방 현재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의식

지 기성세대로부터 제대로 배운 것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통일 제국

수준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없어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을 불과 3년을 누리다가 50세를 넘겨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목표와 인생관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많은 돈과 재

죽었다. 만세토록 살 것처럼 천하를 호

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썩 높

산만 모으는 것을 배워 왔던 것이다.

령하던 그였지만 죽음만은 어쩌질 못

은 수준의 삶의 질이 아니라는 것을 금

그래서 그 귀한 청춘을 무가치한 것에

했다.

방 수긍할 만한 잣대로 확인해 볼 수

허송세월하며 인생의 뒤안길에서 못

미국의 근대 대 자본가이자 철강왕

있다. 쉽게 말하면 현대인이 원하는 참

내 아쉬워한다. 다시는 이러한 쓰라린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석유산업의 대

행복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사이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록펠러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젊음과 건강

또한 행복다운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고래로부터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을 길이길이 간직하면서 인생을 행복

채 평생 돈 버는 일에 전념하다시피 하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움과 후

하게 청춘을 길게 보내는 일에 주안점

고 생을 마쳤다.

회만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인생 선배들이

돈과 부에다 가치와 목표를 두고 아

원인이 바로 행복이 어디만치 있는지,

수없이 겪는 시행착오(빠른 성공과 출

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들보다 더

무엇인지 오리무중에 빠져 있었던 까

세)를 지금까지는 했다손 치더라도 이

큰 부와 재산을 쌓을 수는 없을 것이

닭이다. 인간에게 온전한 성공과 행복

제부턴 180도 달라져야 한다. 건강과

다. 황금과 물질의 풍요에다 가치를 둔

의 정상에 도달하려면, 가장 먼저 행복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란 언제 어

삶, 호불호(好不好)를 떠나서 한번쯤은

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지금까

떻게 한 사람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

진지하게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

지 온전한 행복이 없었다는 것은 온전

라질 운명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직시

복을 가져다주는지를 뜨거운 가슴으

한 행복관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

하자.

로 느껴보자 하는 것이다.

멀다는 이야기다.

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로망, 언제나 청춘(靑春)! 나
이가 들수록 가슴 설레이는 말이 청춘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가치

그러려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위인과

와 인생의 목표를 건강과 생명의 안전

성공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추어

을 확실히 해둔 다음에 뭘 해도 해야

행복한 삶의 설계와 앞으로 하려는 일

할 것이다.

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해 나가는

생각할 때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 Therefore, we must not think of the past and only when you think of the
과정 등에 대하여 이리저리 생각해 보
고 구체적 실행 우선순위를 만들어보
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Victor, you can be the God that wins the spirit of Satan.
초초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영생의 나라를 만듭시다.
▶ Think only of the God every moment and make the world immortal.*
by Alice

삶의 이상적인 ‘롤 모델’ 선정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
을 가져다 줄만한 롤 모델이 누구인가
를 찾아 닮아가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
까!!
- 대한민국의 저명인사 중에서 인생
의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가진
훌륭하신 멘토가 될 만한 어른이 계신
다. 바로, 100세 어르신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본다.
얼마 전, 방송된 KBS1 TV 교양 프
로그램‘인간극장’
에는 100세 현역 철
학자 김형석 교수편이 전파를 탔다. 방
송 후,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생명을
침대에서 연명하는 수준의 100세가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을 젊은이들처
럼 건강하게 생활하는 현역 100세의
놀라운 인생을 보여 주었다. 이 시대의
행복한 인생의 롤 모델이자, 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였다. 아직도 청년 못지 않는 강

연활동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나이에

위해 인생후배를 위해 사회를 위해 활

놀라고 깨어 있는 정신과 활동반경에

동하신다고 한다. 어떻게 건강 관리

놀란다. 한겨울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

를 하냐고 물으니“일을 사랑하고, 그

지 않고 산책과 수영으로 건강관리를

일 때문에, 또 일을 성취해 나가는 기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대

간에 어떤 인간적 에너지 같은 것이 작

중교통을 이용한다. 평생을 규칙적으

용, 건강을 주지 않는가!”
하고 소회하

로 강연과 저술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신다. 나이 들면 정신적 책임이 신체적

것으로도 유명하다. 평소 과식하지 않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으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기시

하시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

려 애쓴다.

이 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가장

그는 어릴 적 건강 때문에 중학교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

못 가고 인생이 끝날 것 같았다고 하였
다. 너무나 약한 건강과 씨름하던 중,

영원한 청춘, 행복을 꿈꾸는 자, 먼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제

저 자신의 롤 모델을 세워 닮아 가보도

가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 일보다 하
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겠습니다”
고서

록 하자.*
- 다음호에 계속

원했다고 하신다. 드디어는 나이 50
고개를 넘으면서 정상적인 건강에 자
신을 얻고 100세가 되도록 젊은이를

김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