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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는＇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외쳐라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때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쳐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그 속에서 허우적 댈

뿐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닥친 경제 위기 속에서 엄청난 수의 실업자와 함께

불황을 맞았습니다. 이때 도산 위기에 처한 한 식품 회사가 기사회생을 위해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기로 결정했고, 세 분야의 직원들이 해고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부, 두 번째는 운전 기사, 세 번째는 아무런 기술도 없는 창고

관리원을 비롯하여 모두 30 여 명이 거론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그들에게 해고

의도를 설명하자 먼저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깨끗하고

청결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텐데, 그런 환경에서 당신들은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운전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상품을 운전 기사도 없이 어떻게 시장으로

신속히 배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창고 관리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하죠! 만약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식품들이 모두 도난 당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사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난 후, 고심한 끝에 결국 아무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관리 대책을 제정했습니다. 회사 정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글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일에 대한 의욕을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모든 직원들은 이로부터 긍지를

느끼고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회사는 급성장했고,

결국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답하기를 주저한다면

앞으로는 이 말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자부심과 긍정적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춘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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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つも私は重要な人”だと叫べ！

暮して見れば誰も回ほどは苦難を経験するようになります。この時問題と正面からぶつ

かって乗り越えようとする姿勢が重要です。たいていの人々は難関にぶつかればその中で

じたばたするだけ適切な解決策を捜すことが出来ません。勇気を出して自分が重要な人と

叫ぶことができる人は高難度を易しく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憶えてくださ

い。

日本は第 2 次世界大戦以後の経済危機の中でおびただしい数の失業者とともに不況を直

面しました。この時倒産危機に処したある食品会社が起死回生のために職員の 3 分の 1 を

解雇することに決め、三分野の職員たちが解雇リストに上がりました。

一番目は清掃婦、二番目は運転技師、三番目は何らの技術もない倉庫管理員を含めて皆

30 余人が挙論されました。社長が直接彼らに解雇意図を説明すると先に清掃婦がこのよう

に言いました。

“私たちは会社で重要な人々です。もし私たちが掃除をしなければきれいで清潔な作業

環境が揃わないでしょうに、そんな環境であなたたちは仕事にだけ邁進することができま

すか?”

すると今度は運転技師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私たちも同じです。こんなに多い商品を運転技師もなしでどのように市場に迅速に配

達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

最後に倉庫管理員も手伝いました。

“私たちも重要でしょう!もしこんな難しい状況で倉庫を守る人がいなければここにあ

る食品が皆盗難にあうはずだが、それでも大丈夫ですか?”

社長は彼らの言葉を聞いた後、苦心したあげく結局誰も解雇しないことに決めました。

代わりに彼は新しい管理対策を制定しました。会社正門に‘私は重要な人だ!’という文を

書いてすべての人々が見られるようにしたのです。

これはすべての職員たちが自らが重要な存在であることを悟るようにして仕事に対する

意欲を燃やすようにしました。短い一文章に過ぎなかったがすべての職員たちは今後矜持

を感じて仕事にもっと積極的に臨むことができたのです。その後会社は急成長したし、結

局日本を代表する大企業に背伸びするようになったと言います。

あなたは自らが重要な人と思うか?ここに答えるのをためらったらこれからはこの言葉

を自信あるように叫ぶように練習しましょう!自負心と肯定的考え方は肯定的な結果を生

む力強い力を発揮します。そういう姿勢を取り揃えたらどんな難しさでも乗り越えること

ができる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