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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은 인쇄 사정상 

       흑백으로 연재합니다.

<참여  방법>  ①  블로그를 만든 뒤          ②  blogplus.net에 방문, 블로그를 등록           ③  인터넷 핫 이슈를 블로그에 쓰면 됩니다.

A : (등 뒤에서 장난 걸며) 뭐해?

B : (인터넷 뒤적이며) 아, 원화에 필요한 자료를...

A : 아, 정말. 야한 사이트 찾고 있는거지? 일좀 해 일좀.

예전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워낙 친하다보니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일좀 해’였다. 물론 서로 친하고 일

을 열심히 한다는 걸 아는 상황이라면 별 상관 없겠으나 

문제는 아무리 그런 경우라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엔 멋모르고 했던 말인데 철야

근무 다음 날 그 말 그대로 돌려받았더니 별 생각이 다 들

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팀원에

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일좀 해라.

몇 번 듣다보면 ‘내가 정말 일 안 하는 놈인가?’ 심각

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는 넌 

얼마나 일하는데?’라는 식의 역공이 펼쳐지기도 한다.

2. 힘들 게 뭐 있냐. 그 일만 하면 되잖아.

설령 그 업무를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닐진데, 알지도 못

하면서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상한다. 보통 반응은 두 가

지로 나뉘는데 항변하는 경우와 조용히 인정하는 경우

다. 전자는 항변이 성공해 상대가 인정했다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며 후자는 자포자기한 상태이거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다.

3. 또 사고쳤지?

사고 일으키는 존재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정말 상대가 사고를 쳤어도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가뜩

이나 사고 쳐서 미안해 죽겠는데 확인사살하듯 말을 해

버리면 기가 팍 죽는다. 반대로 자기 문제가 아닌데 이

런 말 들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짜증나기 마련이

다. ‘너는 사고 안 치나 두고보자’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

4. 그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금방 끝나잖아. 

저런 말 들은 후 금방 끝내봐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

고, 반대로 오래 걸리면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

는 꼴이다. ‘너한텐 어려운 일 아니잖아?’라는 식의 상

대능력을 함부로 평가하려 들면 곤란하다.

5. 알지도 못하면서

팀원의 전문가적인 지식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직접

적인 말이다.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 대해 식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설령 전혀 다른 분야에 대

해 아는 척 하다가 들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

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괴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이 말을 돌려줄 기회를 기다

리는 경우로 나뉜다.

6. 명령어투

명령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한국사람은 기질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이럴 땐 청유형으로 나가

는 것이 좋다. ‘~해주실 수 있어요?’라던가 ‘~해줄래

요?’ 혹은 ‘부탁 좀 할게요.’등.

부록 : 힘이 나는 말 

1. 역시 XX군(XX는 상대의 이름) 혹은 역시 대단해!

‘역시’에 강세를 주는 걸 잊지 말자. 단, 너무 호들갑을 

떨면 놀리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진짜 감탄한 듯한 표

정과 어조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2. 네 덕분에 살았다

어려운 말 아니면서 상대 MP가 오르는 말 중 하나다. 

보통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뭔가 더 해줄 게 없나 살피게 된다. 

3. 좋은데요. 괜찮군요. 혹은 센스가 있네요.

상대가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한 타

이밍. 만약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전체적

으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보면 더 좋

을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충격 덜 먹

는다.

4. 수고 많았어요.

흔한 말이지만 듣기 힘든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효과 

좋은 말이기도 하다. 별생각 없이, 툭 던지듯이 하면 효

과 0. 부사로 꾸며서 ‘진짜’ ‘정말’ 등을 첨가해서 약간 

천천히 말해주자.

coolpeace (www.coolpeace.co.kr)

직장에서 팀원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 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PageByPag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None)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Off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524288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fals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fals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Preserve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Oblique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Oblique
    /Symbol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Roman
    /ZapfDingbats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Average
  /ColorImageResolution 72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Average
  /GrayImageResolution 72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Average
  /MonoImageResolution 3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ENU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1105.455 1558.975]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