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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

록 노력하며 이 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

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전화회사는 전화 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

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 보라.

자신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이익이나 얻을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러한 이유로 다가간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

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 교재 외 수업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최대의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사람이 20년, 30년 후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3년 정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 주식이다. 

주식은 2~3년 후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