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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소중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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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즐거운 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에 가이드가 여행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
까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답이 나왔다. “재충전의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견문을 넓히다” 등등 어디서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답들이 나왔다.

그러자 가이드가 말하길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입니다”라고 하는데…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참 단
순한 대답이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무슨 철학적 문구처럼 계속 맴돌았다.

요즘 직장인들은 하반기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두고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휴일이 소중한 이유는 충분한 휴식 
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휴일 후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휴일이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일 
것이다. 더 가까운 예로, 지금 공직에 입문하기 전 취준생, 공시생 기간을 거쳤던 직원들은 막연한 수험기간 동안 휴일은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휴일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직장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다.
하루 중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잠자는 시간을 빼고, 퇴근 후 많아야 3~4시간이다. 반면에 직장동료와는 
하루에 9시간 이상을 같이 보내면서, 업무적인 또는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때론 술 한 잔도 기울이면서…거의 내가 활
동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다.

불교에서 인연을 표현할 때 “전생에 오백 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이 한번 스치고, 일천 겁의 인연이 있어야 같은 나라에 태어나고, 삼천
겁이면 하룻밤을 함께 묵게 되고, 오천 겁이면 한동네에 살게 하며, 칠천 겁이면 한집에 태어나 살게 하고, 팔천 겁이면 부부의 인연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직장동료들은 적어도 나와 전생에 만겁 이상의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전생에 서로 목숨을 구해 준 사이였는지도 모
른다. 이렇게 소중한 직장 동료들을 나부터 먼저 아끼고 서로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소통 부재로 오는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먼저 하는 일이 올해 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소중한 휴일을 알게 해 준 직장, 그리고 소중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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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먼저 하는 일이 올해 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소중한 휴일을 알게 해 준 직장, 그리고 소중한 직
장의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즐겁게 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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