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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BLE of the PIPELINEThe PARABLE of the PIPELINE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물통을 나르겠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는가?

물통을 나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어제도어제도 오늘도오늘도 내일도내일도 똑같은똑같은 삶을삶을 살아갈살아갈

것인가것인가??
당신은 물통을 나르겠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는가?

물통을 나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신개념 e-파이프라인
e-배가(e-compounding) 파이프라인

50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5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

신개념신개념 ee--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e-배가(e-compounding) 파이프라인

50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5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

파이프라인은 삶의 생명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파이프라인의
파워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작용

돈의 지렛대 작용
– 팜비치 부자들의 파이프라인

시간의 지렛대 작용
–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삶의삶의 생명선생명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파이프라인의
파워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작용

돈의 지렛대 작용
– 팜비치 부자들의 파이프라인

시간의 지렛대 작용
–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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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이고 자유기업가다.

버크헤지스는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 
재정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그
가 쓴 7권의 책은 10개의 언어로 번역되
었고 세계적으로 2백만 부 이상 팔렸다.

현재 그는 플로리다에서 자유기업가 정
신을 바탕으로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
는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Burke HedgesBurke H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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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삶의삶의 생명선생명선

당신의당신의 파이프파이프 라인을라인을 구축하라구축하라..
““남남 밑에서밑에서 일할일할 생각은생각은 아예하지아예하지 말고말고 네네 자신자신
의의 사업을사업을 해라해라. . 자기자기 사업을사업을 한다는한다는 것은것은 곧곧
자기자기 인생의인생의 주인이주인이 된다는된다는 것을것을 의미하고의미하고 그그
것은것은 자유자유와와 독립독립을을 뜻한다뜻한다. . 그리고그리고 사업체는사업체는
많으면많으면 많을많을 수록수록 좋다좋다..””

““파이프라인이파이프라인이 하나라는하나라는 것은것은 삶의삶의 생명선도생명선도
하나임을하나임을 의미한다의미한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은은 많많
으면으면 많을많을 수록수록 좋다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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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맨맨 파블로와파블로와 물통물통 맨맨 브루노브루노

이탈리아이탈리아 중부의중부의 어느어느 작은작은 마을에마을에 사촌사촌 지간인지간인 파블파블

로와로와 브루노라는브루노라는 두두 젊은이가젊은이가 있었다있었다..
두두 젊은이는젊은이는 친구사이로친구사이로 언젠가는언젠가는 마을에서마을에서 가장가장 큰큰 부자부자
가가 될될 것이라는것이라는 이야기를이야기를 나누며나누며 꿈을꿈을 키워갔다키워갔다..
어느어느 날날, , 물을물을 길어길어 나를나를 두두 명의명의
젊은이를젊은이를 모집한다는모집한다는 이야기를이야기를 듣게듣게 되었다되었다..
결국결국 그그 일은일은 파블로와파블로와 브루노에게브루노에게 맡겨졌고맡겨졌고
하루하루 종일종일 열심히열심히 일한일한 그들은그들은 하루하루 해가해가 저물저물
무렵무렵 물탱크를물탱크를 가득가득 채울채울 수수 있었다있었다..
물물 한한 통을통을 11페니씩페니씩 계산해계산해 두두 젊은이에게젊은이에게
품삯을품삯을 주었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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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이라고파이프라인이라고? ? 당치않아당치않아!!
파블로의파블로의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건설건설 계획계획

““기껏기껏 몇몇 페니페니 벌자고벌자고 하루종일하루종일 힘들게힘들게 물통을물통을 져져 나르는나르는 것보다것보다 강에서부터강에서부터 마을까마을까

지지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을을 놓는놓는 것이것이 더더 나을나을 것것 같은데같은데………… 우리우리 한번한번 생각해생각해 보자보자..””
““이봐이봐, , 파블로파블로. . 이것은이것은 우리에게우리에게 매우매우 좋은좋은 일자리야일자리야. . 하루에하루에 100100통을통을 나르면나르면 11달러달러
를를 벌벌 수수 있다고있다고. . 우린우린 이제이제 부자가부자가 될될 수수 있어있어. . 일주일이면일주일이면 새새 신발을신발을 살살 수수 있고있고 한한

달이면달이면 소를소를 한한 마리마리 살수살수 있지있지. . 그리고그리고 66개월이면개월이면 비록비록 오두막일망정오두막일망정 내내 집을집을 장만장만

할할 수수 있쟎아있쟎아..””
““하루하루 중에서중에서 몇몇 시간은시간은 물통으로물통으로 물을물을 져져 나르고나르고 나머지나머지 시간과시간과 주말을주말을 이용해서이용해서 파파

이프라인을이프라인을 놓도록놓도록 하자하자.. 그러면그러면 먹고먹고 사는데사는데 지장을지장을 받지받지 않고도않고도 노력과노력과 시간을시간을 투투

자해자해 좀더좀더 나은나은 미래를미래를 위해위해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할구축할 수수 있을거야있을거야..””

브로노는브로노는 완강히완강히 거부를거부를 했고했고 할할 수수 없이없이 파블로는파블로는 혼자서혼자서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작업을작업을 시작하였다시작하였다..
파블로가파블로가 강으로부터강으로부터 마을까지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건설한다는 말은말은 온온 마을에마을에 소소
문이문이 났고났고 브로노와브로노와 마을마을 사람들은사람들은 파블로를파블로를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맨맨’’이라이라 부르며부르며 조조
롱했다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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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현재의 작은작은 노력이노력이 미래의미래의 큰큰 결실로결실로 돌아온다돌아온다

파블로의파블로의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축구축
일은일은 무척무척 힘이힘이 들었고들었고 처음처음 몇몇 개월개월 동안은동안은 전혀전혀 진척이진척이 없어없어 보였보였
다다..
낮에는낮에는 물통을물통을 져져 나르고나르고 저녁시간과저녁시간과 주말을주말을 이용하여이용하여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을을 구축구축했기했기 때문에때문에 브루노보다브루노보다 힘이힘이 들었다들었다..
‘‘현재의현재의 작은작은 노력이노력이 미래의미래의 큰큰 결실로결실로 다가온다다가온다’’는는 사실을사실을 믿고믿고 매매
일매일일매일 열심히열심히 땅을땅을 팠다팠다..

땀의땀의 대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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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의파이프라인의 기적기적
수개월이수개월이 지난지난 후후,,
파블로는파블로는 자신의자신의 파이프라인이파이프라인이 절반절반 정도정도
완성되었다는완성되었다는 것을것을 알알 수수 있었다있었다..
이것은이것은 곧곧 물통을물통을 채우기채우기 위해위해 왔다왔다 갔다갔다 하는하는
거리가거리가 절반이나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줄어들었다는 것을것을 의미의미 한다한다..
물통물통 채우는채우는 일에일에 다소다소 여유가여유가 생기가생기가 파블로는파블로는 그그 여유시간을여유시간을
이용해이용해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한위한 작업에작업에 더욱더더욱더 매진하였다매진하였다..

브로노의브로노의 경우경우,,
고된고된 노동으로노동으로 인해인해 등이등이 굽었으며굽었으며 걸음걸이는걸음걸이는 갈수록갈수록 느려졌다느려졌다..
평생평생 동안동안 날마다날마다 물통을물통을 지고지고 물을물을 길어야길어야 하는하는 자신의자신의 운명을운명을 한탄하고한탄하고 불불
만과만과 불평을불평을 늘어늘어 놓았다놓았다..

파이프라인의파이프라인의 완성완성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맨맨’’으로으로 불리던불리던 파블로는파블로는 ‘‘기적을기적을 만드는만드는 사나이사나이’’로로 불렸다불렸다..
파블로는파블로는 더더 이상이상 물통을물통을 지고지고 다닐다닐 필요가필요가 없었고없었고 잠을잠을 자고자고 있는있는 사이에도사이에도
파블로의파블로의 주머니에는주머니에는 많은많은 돈이돈이 들어오게들어오게 되었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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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하나의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단지단지 시작일시작일 뿐이다뿐이다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축의구축의 확대확대

““지금지금 물이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쏟아지고 있는있는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구축하는데구축하는데 22년년
이이 넘게넘게 걸렸다네걸렸다네. . 그그 22년년 동안동안 나는나는 정말정말 많은많은 것을것을 배웠지배웠지. . 나는나는
비록비록 22년이년이 걸렸지만걸렸지만 나의나의 경험경험을을 이용한다면이용한다면 11년년 만에만에 혼자서혼자서 파파
이프라인이프라인 한한 개를개를 완성할완성할 수수 있다네있다네..””
““자네와자네와 마을마을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놓는놓는 방법을방법을 알려주고알려주고 그그 다다
음에는음에는 자네와자네와 마을마을 사람들이사람들이 다른다른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그그 기술을기술을 가르치도가르치도
록록 해서해서 이이 지역의지역의 모든모든 마을마을 그리고그리고 우리나라우리나라 더더 나아가나아가 전전 세계의세계의
모든모든 마을을마을을 파이프라인이파이프라인이 구축되도록구축되도록 하고하고 싶네싶네..””

물통이물통이 나르는나르는 것이것이 당연시당연시 되는되는 세상에서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구축하는 것것

너무도너무도 많은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미래의미래의 비전을비전을 보지보지
못하고못하고 현재의현재의 고된고된 삶에삶에 안주안주하려하려 한다한다..
대다수의대다수의 사람들이사람들이 물통을물통을 져져 나르며나르며 살아가는살아가는 삶을삶을 당연시당연시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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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어제도 오늘도오늘도 내일도내일도
똑같은똑같은 삶을삶을 살아갈살아갈 것인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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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시간과 돈을돈을 맞맞 교환하는교환하는 함정함정

당신이당신이 한한 시간을시간을 일해일해 그것에그것에 해당하는해당하는 돈을돈을 받는다면받는다면 그그
것은것은 시간당시간당 임금임금에에 해당하고해당하고 한한 달의달의 노동은노동은 한한 달치의달치의 임임
금금에에 해당한다해당한다..
물통을물통을 나르는나르는 일에서일에서 문제가문제가 되는되는 것은것은 바로바로 우리가우리가 물통물통
을을 져져 나르지나르지 않으면않으면 돈을돈을 벌벌 수수 없다는없다는 것이다것이다..
즉즉 ‘‘일시적인일시적인 수입수입’’이라는이라는 위험을위험을 안고안고 있다있다..

= = 시간시간과과 돈돈을을 맞바꾸는맞바꾸는

방식이방식이 지닌지닌 함정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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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당신이 만약만약 시간을시간을 투자할투자할 수수 없다면없다면
어떻게어떻게 될까될까??

뜻하지뜻하지 않던않던 재난이재난이 닥쳐왔을닥쳐왔을 때때, , 당신당신 자신과자신과 가가
족의족의 안정적인안정적인 삶을삶을 담보해담보해 줄줄 생명선생명선을을 확보해확보해
두었습니까두었습니까??
만약만약 내일내일 당장당장 당신의당신의 수입이수입이 없어진다면없어진다면
당신은당신은 얼마나얼마나 버틸버틸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만약만약 정리해고를정리해고를 당한다면당한다면 당신은당신은 어떻게어떻게 살아갈살아갈 작정입니까작정입니까??
만약만약 뜻하지뜻하지 않던않던 사태를사태를 위해위해 모아두었던모아두었던 돈을돈을 모두모두 써버린다면써버린다면
그그 다음의다음의 대책은대책은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66개월개월 ?? 33개월개월 ?? 33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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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수입을수입을 창출한다창출한다

인세수입인세수입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 = 생명선생명선

당신이당신이 아직아직 물통을물통을 나를나를 수수 있을있을 때때, ,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을을 만들어만들어
두십시오두십시오!!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시간과시간과 돈을돈을 맞교환하는맞교환하는 방식의방식의 함정으로부터함정으로부터 우리우리
를를 탈출하게탈출하게 해주는해주는 삶의삶의 생명선생명선 입니다입니다..
고되고고되고 힘든힘든 일은일은 한한 번으로번으로 끝나고끝나고 이후에는이후에는 안정적인안정적인 수입을수입을 두두
고두고고두고 벌어들일벌어들일 수수 있다있다..

이것이이것이 바로바로 인세인세 소득의소득의 힘힘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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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이물통이 나르는나르는 것이것이 유일한유일한 삶의삶의 방식은방식은 아니다아니다

1 %1 %99%99%

물통물통 나르기나르기 vsvs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축하기구축하기

월급으로월급으로 연명한다연명한다 지속적인지속적인 인세수입을인세수입을 얻는다얻는다

대다수의대다수의 사람들이사람들이 브루노와브루노와 같은같은 생각을생각을 가지고가지고 있다있다..
그들은그들은 현재는현재는 물론이고물론이고 미래의미래의 안정된안정된 삶을삶을 담보할담보할 수수 없음을없음을 알알
면서도면서도 열심히열심히 물통을물통을 나르는나르는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둘러싸여둘러싸여 오로지오로지 그그 것것
만이만이 세상을세상을 살아가는살아가는 유일한유일한 방식이라고방식이라고 믿는다믿는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11억억 명의명의 사람들이사람들이 물통을물통을 나른다면나른다면 그것을그것을 보고보고 ‘‘그들그들
모두가모두가 틀릴틀릴 리가리가 없겠지없겠지??’’라고라고 생각하는생각하는 것이다것이다..

나그네쥐나그네쥐 사고사고 방식방식
((대다수가대다수가 가는가는 길이길이 옳다는옳다는 사고방식사고방식))



Thursday, April 28, 2005 page 15 ⓒ2003, CVIKorea

물통을물통을 더더 많이많이 나르면나르면 수입이수입이 많아질까많아질까??
물통을물통을 나르는나르는 사람들이사람들이 추가적인추가적인 수입수입을을 원할원할 때에는때에는 어떻게어떻게 할까요할까요??
그들은그들은 완전히완전히 물통물통 나르기나르기 사고방식에사고방식에 사로잡혀사로잡혀 물통을물통을 보다보다 많이많이 나를나를 수수
있는있는 방법을방법을 찾는다찾는다..
물론물론 그들의그들의 목적대로목적대로 더더 많은많은 물통을물통을 나르고나르고 그그 대가로대가로 보다보다 많은많은 돈을돈을 벌벌
어들인다면어들인다면 삶은삶은 보다보다 윤택해질윤택해질 수수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 그렇다면그렇다면 그들은그들은 현실적으현실적으
로로 소기의소기의 목적을목적을 달성하고달성하고 있을까있을까??

통계자료통계자료 인용인용

소비자부채는소비자부채는 사상사상 최고이며최고이며 미국미국 가구가구 당당 부채는부채는

지난지난 1717년년 동안동안 44배나배나 증가했고증가했고 일반적인일반적인 가구의가구의

가처분가처분 소득소득 11달러달러 당당 9595센트는센트는 부채부채에에 해당합니다해당합니다..
추가수입을추가수입을 위해위해 일을일을 하는하는 여성의여성의 비율이비율이 19801980년의년의 19%19%에서에서
오늘날오늘날 46%46%로로 지난지난 2020년년 동안동안 두두 배배 이상이상 증가하였습니다증가하였습니다..
여러여러 가지가지 고지서고지서 대금을대금을 지불하기지불하기 위해위해 점점점점 더더 많은많은 사람들이사람들이 그들의그들의 가장가장 큰큰 재산재산

이라고이라고 할할 수수 있는있는 집에집에 대해대해 22차차 혹은혹은 33차차 저당을저당을 설정설정하고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경기가경기가 호황기였음에도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매년매년 개인파산이개인파산이 증가해증가해 20002000년에는년에는 140140만만 명이명이
파산파산하고하고 말았습니다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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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이물통이 커진다고커진다고 수입이수입이 많아지는많아지는 것은것은 아니다아니다

물통을물통을 나르는나르는 사람들의사람들의 연간소득연간소득

28,00028,000 76,00076,000 102,000102,000
평범한평범한
보통사람보통사람 변호사변호사 의사의사

전문직전문직 종사자들은종사자들은 물통이물통이 크기크기 때문에때문에 일반일반 근로자들에근로자들에 비해비해 수입이수입이

많은많은 것이것이 사실이다사실이다. . 그러나그러나 여기서여기서 중요한중요한 점은점은 나름대로의나름대로의 생활수준생활수준

을을 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한위한 씀씀이도씀씀이도 벌어들이는벌어들이는 수입만큼이나수입만큼이나 엄청난엄청난 차이차이가가

난다는난다는 사실이다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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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물통 속의속의 물은물은 결국결국 마르게마르게 된다된다

많이많이 벌인벌인 들인다고들인다고 해서해서 부를부를 축적하는축적하는 것은것은 아니다아니다..
아무리아무리 높은높은 소득을소득을 올릴지라도올릴지라도 그것을그것을 모두모두 써써 버린다면버린다면 부를부를 축적할축적할 수수 없다없다..
단지단지 호화로운호화로운 생활을생활을 누리게누리게 되었음을되었음을 의미할의미할 뿐이다뿐이다..
부라고부라고 하는하는 것은것은 축적하는축적하는 것것으로부터으로부터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것이지것이지 버는버는 족족족족 소비해소비해

버리면버리면 부를부를 이룰이룰 수수 없다없다..

부라고부라고 하는하는 것은것은 근면근면, , 인내심인내심, , 계획성계획성 그리고그리고 스스로를스스로를 다스다스

릴릴 줄줄 아는아는 라이프스타일라이프스타일의의 결과물이다결과물이다..
언제나언제나 마르지마르지 않는않는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시간과시간과 노력을노력을 투자해야만투자해야만 한다한다..

물통이물통이 아무리아무리 커도커도 안정과안정과

안전안전을을 기대할기대할 수수 없다없다..
질병질병 혹은혹은 뜻하지뜻하지 않은않은 사고사고

구조조종에구조조종에 의한의한 정리해고정리해고

퇴직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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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삶의삶의 생명선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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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업그레이드시키는 파이프라인의파이프라인의 파워파워

선택의선택의 차이차이

= = 자유자유= = 좌절좌절
야구선수와야구선수와 초등학교초등학교 교수의교수의 예예
야구선수는야구선수는 스포츠스포츠 스타로스타로 연간연간 수백만수백만 달러를달러를 벌어들였고벌어들였고 나이가나이가
지긋한지긋한 초등학교초등학교 교사는교사는 만만 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 벌어벌어 본본 적이적이 없었다없었다..
그러나그러나 미래를미래를 위해위해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느냐구축하느냐 안안 하느냐의하느냐의 관점관점에에
서서 본다면본다면 이러한이러한 차이는차이는 아무런아무런 의미가의미가 없다없다..
둘둘 중의중의 한한 사람은사람은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해구축해 백만장자가백만장자가 되어되어 편안한편안한 노노
후를후를 보냈고보냈고 다른다른 한한 사람은사람은 지금지금 이이 순간에도순간에도 열심히열심히 물통을물통을 나르나르
며며 허덕이고허덕이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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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야구선수 이야기이야기

대릴대릴 스트로베리의스트로베리의 사례사례
반평생을반평생을 거의거의 야구에야구에 파묻혀파묻혀 살아온살아온 대릴대릴 스트로베리는스트로베리는 1010대대 시절에시절에 이미이미 메이메이

저리그에저리그에 진출하였고진출하였고 ‘‘제제22의의 테드테드 윌리엄스윌리엄스’’라는라는 찬사를찬사를 받으며받으며 화려한화려한 선수선수 생활생활

을을 하였다하였다..
그는그는 연간연간 22백에서백에서 55백만백만 달러에달러에 달하는달하는 엄청난엄청난 소득을소득을 올렸다올렸다..
그러나그러나 거의거의 2020여여 년년 동안이나동안이나 세상의세상의 주목을주목을 받으며받으며 화려하게화려하게 스포츠계를스포츠계를 주름주름

잡았지만잡았지만, , 현재현재 그에게그에게 남아남아 있는있는 돈은돈은 한한 푼도푼도 없다없다..
호화주택에호화주택에 살면서살면서 값비싼값비싼 자동차를자동차를 몰고몰고 다녔던다녔던 대릴대릴 스토로베리는스토로베리는 특유의특유의 거친거친

성격으로성격으로 곧잘곧잘 문제를문제를 일으켰고일으켰고 그때마다그때마다 그것을그것을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엄청난엄청난 돈을돈을 주고주고

변호사를변호사를 고용했다고용했다..
여기에여기에 마약에도마약에도 손을손을 댔고댔고 알코올알코올 중독으로중독으로 인해인해 재활교육도재활교육도 받아야받아야 했다했다..

현재현재 대릴대릴 스트로베리는스트로베리는 야구를야구를 하지하지 못하고못하고 있다있다. . 그의그의 수입원이수입원이 완완

전히전히 끊겨끊겨 버린버린 것이다것이다. . 그럼에도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청구서는청구서는 계속계속 날아날아 들고들고

그는그는 현재현재 사면초가의사면초가의 위기에위기에 놓여있게놓여있게 되었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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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가백만장자가 되는되는 법법

마가렛마가렛 오도널의오도널의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5050년년 동안동안 교편을교편을 잡았던잡았던 마가렛은마가렛은 일흔이일흔이 넘은넘은 나이에나이에

은퇴할은퇴할 때까지도때까지도 연수입이연수입이 8,5008,500달러에달러에 지나지지나지 않았다않았다..
하지만하지만 그녀가그녀가 세상을세상을 떠났을떠났을 때는때는 이미이미 그녀가그녀가 다니던다니던 교회와교회와 학학

교교, , 보이스카웃보이스카웃 등을등을 포함해포함해 1010개가개가 넘는넘는 자선단체에자선단체에 22백만백만 달러달러
를를 기부한기부한 상태였다상태였다..

연수입이연수입이 채채 11만만 달러도달러도 되지되지 않던않던 그녀가그녀가

어떻게어떻게 그토록그토록 많은많은 돈을돈을 모을모을 수수 있었을까있었을까??
그녀는그녀는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우량주에우량주에 투자해투자해 오랫동안오랫동안 돈을돈을 묻어묻어 두는두는 방방

식으로식으로 돈을돈을 배로배로 증가시키는증가시키는 장기적인장기적인 투자투자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을을 구축해구축해

놓았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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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작은 희생희생, , 큰큰 대가대가
마가렛마가렛 오도널은오도널은 교편을교편을 잡았던잡았던 2020년대년대 초반부터초반부터 저축저축과과
투자투자를를 시작해시작해 100100세의세의 나이로나이로 세상을세상을 뜰뜰 때까지때까지 투자를투자를
계속하였다계속하였다. . 
마가렛은마가렛은 2020년년 동안동안 블루칩블루칩 주식들과주식들과 면세채권면세채권, , 공익사업주를공익사업주를 사사
들여들여 포트폴리오를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다양하게 구성하여구성하여 그녀가그녀가 세상을세상을 뜨는뜨는 날까지날까지
그녀의그녀의 편안한편안한 삶을삶을 보장해보장해 주었다주었다..
장기적인장기적인 안목으로안목으로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구축하는 것의것의 이점이점 중중 하나는하나는
해가해가 거듭될수록거듭될수록 파이프라인이파이프라인이 더욱더더욱더 커진다커진다는는 사실이다사실이다..

1년 5년 10년 25년 50년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해가해가 갈수록갈수록 커진다커진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ebook4business.co.uk/Images/businessman.jpg&imgrefurl=http://www.ebook4business.co.uk/&h=226&w=226&sz=14&tbnid=bXWR7eqoZJQJ:&tbnh=103&tbnw=103&start=8&prev=/images%3Fq%3Dinstant%2Bgrow%2Bup%26hl%3Den%26lr%3D%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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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당신의 선택은선택은??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삶의삶의 생명선이다생명선이다..
때로는때로는 물도물도 부어주어야부어주어야 하고하고 수리도수리도 해야해야 하며하며 경우에경우에 따라서는따라서는
재건축이재건축이 필요할필요할 수도수도 있지만있지만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아무리아무리 해가해가 지나도지나도
자동적으로자동적으로 채워지기채워지기 때문에때문에 지속적인지속적인 수입을수입을 가져다가져다 준다준다..

이제이제 당신이당신이 선택선택할할 차례입니다차례입니다..
지혜로운지혜로운 선택을선택을 하십시오하십시오..

또는또는

““당신의당신의 운명을운명을 결정하는결정하는 것은것은 우연이우연이 아니라아니라 당신당신 스스로의스스로의 선택이다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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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의파이프라인의 지렛대지렛대 작용작용
레버리지레버리지 효과의효과의 예예

14441444년년, , 독일의독일의 젊은젊은 사업가인사업가인 요하네스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구텐베르크는 와인을와인을

만드는만드는 기계를기계를 인쇄기로인쇄기로 바꾸는데바꾸는데 성공하였고성공하였고 곧바로곧바로 성서성서 180180
부를부를 찍어내찍어내 며칠며칠 만에만에 모두모두 팔았다팔았다..
인쇄기의인쇄기의 등장으로등장으로 16001600년대년대 중반에는중반에는 800800만부의만부의 책이책이 유럽에유럽에

유통되었는데유통되었는데, , 이것은이것은 인쇄기가인쇄기가 등장하기등장하기 이전에이전에 수수 천천 년의년의 세월세월

동안동안 만들어졌던만들어졌던 모든모든 책의책의 열열 배가배가 넘는넘는 숫자숫자였다였다. . 
인쇄기의인쇄기의 등장으로등장으로 인해인해 활자를활자를 한한 번번 만들어만들어

놓기만놓기만 하면하면 똑같은똑같은 책을책을 빠른빠른 시간시간 내에내에 수천수천

권이나권이나 찍어찍어 낼낼 수수 있게있게 되었다되었다..

인쇄기는인쇄기는 인쇄업자의인쇄업자의 시간과시간과 돈에돈에 지렛대지렛대
작용을작용을 하여하여 생산성을생산성을 극적으로극적으로 상승상승시켜시켜 놓았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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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시간과 돈이라는돈이라는 지렛대지렛대
지렛대지렛대 작용작용, , 즉즉 레버리지레버리지(leverage)(leverage)의의 어원인어원인 ‘‘레버레버(lever)(lever)’’는는 프랑프랑
스어의스어의 ‘‘가볍게가볍게 하다하다’’라는라는 고어에서고어에서 유래한유래한 것으로것으로 지렛대의지렛대의 힘을힘을 그대그대
로로 표현하고표현하고 있다있다..
지렛대의지렛대의 작용을작용을 시간과시간과 돈에돈에 적용한다면적용한다면, , 
그그 결과에결과에 엄청난엄청난 차이가차이가 발생한다발생한다..

시간시간에에 적용하는적용하는 지렛대지렛대

종업원을종업원을 고용하는고용하는 것은것은 시간을시간을 레버리지레버리지 하는하는 전형적인전형적인 사례이다사례이다..
만약만약 당신이당신이 1010명의명의 종업원에게종업원에게 시간당시간당 1010달러를달러를 지불한다면지불한다면 시간당시간당 100100
달러달러가가 종업원의종업원의 임금으로임금으로 나가게나가게 된다된다..
그러나그러나 식당에서식당에서 평균적으로평균적으로 시간당시간당 1,0001,000달러의달러의 수입을수입을 올린다면올린다면 지출을지출을
제외한제외한 나머지나머지 금액은금액은 모두모두 당신의당신의 수입수입이이 된다된다..

돈에돈에 적용하는적용하는 지렛대지렛대

당신이당신이 만약만약 19651965년에년에 버펫이버펫이 운용하는운용하는 버크셔버크셔 해더웨이해더웨이 주식회사에주식회사에 11만만
달러를달러를 투자한투자한 두두, , 그대로그대로 묻어묻어 두었다면두었다면 19981998년에는년에는 그그 주식이주식이 무려무려 55천천
만만 달러달러에에 달했을달했을 것입니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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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당신의 지렛대지렛대 방법방법??

지렛대의지렛대의 혜택을혜택을 원한다원한다

면면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을을 구축하라구축하라

미래의미래의 결과결과??

시간과시간과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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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돈의 지렛대지렛대 작용작용
체스게임에체스게임에 푹푹 빠진빠진 고대의고대의 어느어느 중국중국 황제가황제가 그그 게임을게임을 만들어낸만들어낸 사사
람에게람에게 상을상을 주기로주기로 하였다하였다..

““그대의그대의 소원이소원이 무엇인지무엇인지 하나만하나만 말하도록말하도록 하라하라..””
““폐하폐하, , 제제 소원은소원은 쌀쌀 한한 톨을톨을 받는받는 것이옵니다것이옵니다. . 그것도그것도 체스판체스판 첫첫 한한 칸에칸에
딱딱 한한 톨만톨만 올려주십시오올려주십시오. . 그리고그리고 두두 번째번째 칸에는칸에는 두두 배로배로 하여하여 두두 톨을톨을
세세 번째번째 칸에는칸에는 네네 톨톨, , 네네 번째번째 칸에는칸에는 여덟여덟 톨톨…………이렇게이렇게 계속계속 배수로배수로 하하
여여 전체전체 칸에칸에 해당하는해당하는 쌀쌀을을 주시면주시면 되옵니다되옵니다..””
주위에주위에 있는있는 사람들은사람들은 서로서로 킥킥대며킥킥대며 애써애써 웃음을웃음을 참고참고 있었다있었다..

하지만하지만 체스게임체스게임 창시자를창시자를 비웃듯이비웃듯이 웃어대던웃어대던 구경꾼구경꾼 들은들은 둘째둘째 줄줄 중간중간
정도가정도가 지나자지나자 얼굴에서얼굴에서 웃음기가웃음기가 완전히완전히 가시고가시고 놀랍다는놀랍다는 표정을표정을 지었다지었다..
둘째줄이둘째줄이 끝나갈끝나갈 무렵무렵 쌀이쌀이 32,76832,768톨이었는데톨이었는데 아직도아직도 체스판은체스판은 4848칸이나칸이나
남아있었다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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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부자를 더욱더더욱더 부자로부자로 만들어주는만들어주는 7272의의 법칙법칙

배가의배가의 개념개념 혹은혹은 7272의의 법칙법칙
1. 1. 투자액에투자액에 대한대한 연리를연리를 정한다정한다..
2. 722. 72를를 이자율로이자율로 나눈다나눈다..
3. 23. 2의의 결과가결과가 투자금액이투자금액이 두두 배로배로 증식증식되는되는

데데 걸리는걸리는 기간이다기간이다..

7272의의 법칙을법칙을 적용한적용한 계산계산 사례사례
투자액은투자액은 원금원금 1010만만 달러이다달러이다..
연연 이자율은이자율은 10%10%이다이다..
7272를를 연연 이자율이자율 1010으로으로 나눈다나눈다..
7.27.2년년 후에는후에는 1010만만 달러가달러가 2020만만 달러달러가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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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아이들의 용돈관리용돈관리
윌스트리트에서윌스트리트에서 투자투자 중개인으로중개인으로 일하는일하는 설즈의설즈의 방법방법

세세 개의개의 플라스틱플라스틱 통을통을 준비해준비해 하나에는하나에는 ‘‘쓰기와쓰기와 주기주기’’ 또또 다른다른 하하
나에는나에는 ‘‘저축저축’’ 그리고그리고 나머지나머지 통에는통에는 ‘‘투자투자’’라고라고 기입한다기입한다..
그런그런 다음다음 부모가부모가 아이들에게아이들에게 용돈을용돈을 줄줄 때때, , 아이들로아이들로 하여금하여금 세세
가지가지 통에통에 똑같이똑같이 돈을돈을 나눠나눠 놓도록놓도록 권한다권한다..

쓰기와쓰기와 주기주기

풍선껌이나풍선껌이나 야구야구 카드카드 등을등을 사는데사는데 쓸쓸 돈을돈을 넣게넣게 한다한다. . 십일조십일조 헌금과헌금과

자선단체자선단체 기부금도기부금도 이이 통에통에 넣도록넣도록 한다한다..

투투 자자

저저 축축

좀더좀더 큐모가큐모가 큰큰 지출지출, , 예를예를 들어들어 새로운새로운 CDCD를를 구입하거나구입하거나 비디오비디오

게임기를게임기를 구입하는데구입하는데 쓰게쓰게 된다는된다는 것을것을 설명한다설명한다..

투자통은투자통은 처음의처음의 두통과는두통과는 분명히분명히 다르다다르다..
““만약만약 우리가우리가 미래를미래를 대비하여대비하여 돈을돈을 축적해축적해 놓지놓지 않는다면않는다면 언제나언제나

빚을빚을 질질 위험에위험에 놓이게놓이게 된다된다. . 그렇기그렇기 때문에때문에 돈은돈은 이렇게이렇게 분류해분류해

사용해야만사용해야만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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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장기적인 투자투자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쓰기와쓰기와 주기주기 투투 자자저저 축축

((매달의매달의 지출지출)) ((주요주요 지출지출))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주식주식, , 채권채권
개인투자개인투자 적립금적립금

부동산부동산

기타기타

가족들과의가족들과의 휴가휴가

자녀의자녀의 대학학자금대학학자금

집수리집수리

기타기타

자동차자동차 할부금할부금

음식물과음식물과 주거환경주거환경

오락오락

기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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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장기적인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축하기구축하기

인세소득인세소득

11만만 달러가달러가 10%10%의의 이자율로이자율로 배가되는배가되는 기간기간

년년 11 77 1414 2121 2828 3535 4242 4949

달러달러 11만만 22만만 44만만 88만만 1616만만 3232만만 6464만만 11백백3030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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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시간의 지렛대지렛대 작용작용

시간은시간은 누구에게나누구에게나 공평공평하게하게 주어진다주어진다..
우리는우리는 모두모두 공평하게공평하게 시간의시간의 통장에통장에 1,4401,440분분을을 넣어두고넣어두고 하루를하루를
시작한다시작한다..
시간의시간의 세계에서는세계에서는 누구에게나누구에게나 공평한공평한 시간이시간이 주어지므로주어지므로 월급만월급만
으로으로 간신히간신히 버티는버티는 사람이든사람이든 경제적인경제적인 어려움이어려움이 전혀전혀 없는없는 사람이사람이
든든 똑같이똑같이 1,4401,440분만분만 사용한다사용한다..

시간은시간은 굉장한굉장한 재산재산이다이다..
파이프라인을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구축하는 것에것에 대해대해 부정적인부정적인 사람은사람은 간혹간혹 ‘‘시간이시간이
없어서없어서’’라거나라거나 ‘‘지금은지금은 타이밍이타이밍이 좋지좋지 않다않다’’는는 말을말을 한다한다..
시도하기에시도하기에 완벽한완벽한 시간이란시간이란 존재하지존재하지 않는다않는다.. 그런그런 사람은사람은 평생을평생을
좋은좋은 타이밍을타이밍을 기다리다가기다리다가 그냥그냥 죽고죽고 말말 것이다것이다..
““우리가우리가 가진가진 유일한유일한 시간은시간은 최상의최상의 시간시간이거나이거나 혹은혹은 최악의최악의 시간시간
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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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동안평생동안 일상생활의일상생활의 소소한소소한 일에일에 쓰이는쓰이는 시간시간

6 6 년년 먹는먹는 시간시간

5 5 년년 뭔가를뭔가를 위해위해 줄줄 서서서서 기다리는기다리는 시간시간

4 4 년년 집안을집안을 청소하는청소하는 시간시간

3 3 년년 식사를식사를 준비하는준비하는 시간시간

2 2 년년 부재중부재중 걸려온걸려온 전화에전화에 답하는답하는 시간시간

1 1 년년 잘못잘못 놓아둔놓아둔 물건을물건을 찾는데찾는데 걸리는걸리는 시간시간

8 8 개월개월 스펨스펨 메일을메일을 열어보는열어보는 시간시간

6 6 개월개월 신호등의신호등의 빨간빨간 불이불이 바뀌기를바뀌기를 기다리는기다리는 시간시간

우리가우리가 지극히지극히 당연한당연한 것으로것으로 여기는여기는 일상생활의일상생활의 소소한소소한 일일들이들이 평생평생

동안동안 얼마나얼마나 많은많은 시간을시간을 잡아먹는지잡아먹는지 보여주고보여주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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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시간은 정말로정말로 돈이다돈이다

성공하는성공하는 사람들이사람들이 더더 많이많이 일하고일하고 더더 많은많은 부를부를 축적하고축적하고

인생에서인생에서 더더 많을많을 것을것을 갖게갖게 되는되는 비결은비결은 무엇일까무엇일까??
여유시간을여유시간을 생산적으로생산적으로 사용할사용할 줄줄 알기알기 때문이다때문이다..
최근최근 「「월스트리트저널월스트리트저널」지에」지에 실린실린 기사에기사에 따르면따르면 북미에북미에 사는사는 사사

람들람들 중에서중에서 상위상위 10%10%의의 소득층은소득층은 주당주당 5252시간을시간을 일하고일하고 하위하위

10%10%의의 소득층은소득층은 주당주당 4545시간만시간만 일한다고일한다고 했다했다..

성공한성공한 사람들은사람들은
자신의자신의 시간을시간을 매우매우 귀중하게귀중하게 여기고여기고
시간을시간을 레버리지레버리지 할할 수수 있는있는
기회를기회를 충분히충분히 활용할활용할 줄줄 안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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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신개념

e e --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ebusiness.extension.psu.edu/images/eBiz.gif&imgrefurl=http://www.ebusiness.extension.psu.edu/&h=405&w=371&sz=12&tbnid=L4hVpLerJ2kJ:&tbnh=120&tbnw=110&start=56&prev=/images%3Fq%3Debusiness%26start%3D40%26hl%3Den%26lr%3D%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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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인터넷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인터넷의인터넷의 장점장점

전전 세계의세계의 수백만에수백만에 이르는이르는 사람들이사람들이 컴퓨터나컴퓨터나 이동전화로이동전화로 서로서로 직접적으로직접적으로
연결되어연결되어 즉시즉시 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 할할 수수 있고있고 물건도물건도 사고사고 팔팔 수수 있다있다..
인터넷을인터넷을 하루하루 2424시간시간, , 일주일일주일, 365, 365일을일을 전화요금전화요금 가격으로가격으로 이용이용 할할 수수 있있
다다..

전자상거래가전자상거래가 안고안고 있는있는 주요과제주요과제

보다보다 많은많은 이용이용이이 요구된다요구된다..
보다보다 많은많은 판매판매가가 필요하다필요하다..
보다보다 많은많은 재구매재구매가가 요구된다요구된다..

인터넷인터넷 접속접속 인구인구 = = 1010억억 명명
전자상거래를전자상거래를 통한통한 상품과상품과 서비스서비스 이용이용 = = 11조조 달러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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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스러운충성스러운 단골고객을단골고객을 확보해야확보해야 한다한다

고객들이고객들이 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 대한대한 충성심이충성심이 약한약한 이유는이유는
무엇인가무엇인가??
접속은접속은 곧곧 수입이수입이 아니다아니다..
웹사이트에웹사이트에 구매자들이구매자들이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구매할구매할 만한만한 인센티브가인센티브가 없다없다..
고객들과고객들과 인간관계를인간관계를 구축하지구축하지 못한다못한다..

입에서입에서 입으로입으로 추천을추천을 해주는해주는

구전구전 광고광고는는 광고광고 중에서도중에서도

가장가장 효과가효과가 뛰어난뛰어난 광고광고 형태이다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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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배가배가(compounding)(compounding)==최종적인최종적인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ee--배가배가첫째첫째 달달

당신

ee--배가배가둘째둘째 달달

당신당신 당신

당신의당신의 파트너파트너 11

그들의그들의 파트너파트너 11

당신의당신의 파트너파트너 22당신의당신의 파트너파트너 11

11년년 정도가정도가 되면되면 당신은당신은 매달매달 한한 명의명의 파트너를파트너를
찾아냈으므로찾아냈으므로 1212명의명의 파트너파트너를를 갖게갖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각각의각각의 파트너들이파트너들이 매달매달 새로운새로운 한한 사람과사람과 파트너를파트너를 맺맺
게게 되면되면 여기에서여기에서 배가의배가의 마법이마법이 작용하기작용하기 시작한다시작한다. . 
1212개월이개월이 지나면지나면 당신의당신의 네트워크는네트워크는 4,0964,096명의명의 사업사업
파트너파트너들이들이 존재하게존재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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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세까지세까지 백만백만 달러를달러를 모으는모으는 방법방법
((연이율이연이율이 12%12%일일 경우경우))

시작연령시작연령 일일저축일일저축 월저축월저축 연저축연저축 백만달러는백만달러는 모으는모으는 기간기간

2525

3535

4545

5555

3.573.57달러달러

11.3511.35달러달러

38.0238.02달러달러

156.12156.12달러달러

109109달러달러

345345달러달러

1,1571,157달러달러

4,7494,749달러달러

1,3041,304달러달러

4,1444,144달러달러

13,87913,879달러달러

56,98456,984달러달러

4040년년

3030년년

2020년년

1010년년

((현명한현명한 투자자투자자((닐닐 E. E. 엘무치엘무치))중에서중에서

주식시장이주식시장이 과거과거 7070년년 동안동안 11% 11% 이상이상, , 지난지난 1010년년 동안동안 25% 25% 이상의이상의 실적을실적을 보였으므로보였으므로

연이율연이율 12%12%는는 적당하고적당하고 타당하다고타당하다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미국인들은미국인들은 세세 명중의명중의 한한 명이명이 담배를담배를 피운다고피운다고 한다한다. . 
플로리다에서플로리다에서 담배담배 한한 갑은갑은 3.573.57달러달러 정도인데정도인데 그들이그들이 모두모두 2525세에세에
담배를담배를 끊고끊고 그그 돈을돈을 4040년년 동안동안 투자하여투자하여 증식시킨다면증식시킨다면 미국인의미국인의 33분의분의
11정도는정도는 6565세가세가 될될 무렵무렵 모두모두 백만장자백만장자가가 되어되어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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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지혜로운 사람들의사람들의 5050년년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계획계획

CD(CD(양도성양도성 예금증서예금증서))와와 정부채권정부채권

주식주식, , 채권채권
부동산부동산

퇴직금퇴직금

기타기타

주택주택

+연금연금

장기적은장기적은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은은 은퇴은퇴 이후의이후의 삶을삶을

즐기고자즐기고자 하는하는 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다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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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현재를 충실하게충실하게 살고살고 미래를미래를 위해위해 계획하라계획하라

5050년년 2~52~5년년

안정안정 자유자유 행복행복 통제통제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삶의삶의 생명선생명선이다이다..
물통을물통을 져져 나르는나르는 사람이사람이 되지되지 말고말고 파이프파이프 라인을라인을 구구
축하는축하는 사람이사람이 되어야되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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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e- 배가
상사상사 없음없음

월급월급 지출이지출이 없음없음

안정적안정적

자유롭게자유롭게 일함일함

종업원이종업원이 없음없음

재고부담이재고부담이 없음없음

독립적인독립적인 자영사업자영사업

ee--배가방법은배가방법은 인터넷인터넷 상에서상에서

지속적인지속적인 인세인세 수입수입을을 올리는올리는 방법이다방법이다..



Thursday, April 28, 2005 page 43 ⓒ2003, CVIKorea


	The PARABLE of the PIPELINE
	The PARABLE of the PIPELINE
	Burke Hedges
	파이프라인은 삶의 생명선
	파이프라인 맨 파블로와 물통 맨 브루노
	파이프라인이라고? 당치않아!
	현재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결실로 돌아온다
	파이프라인의 기적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1
	시간과 돈을 맞 교환하는 함정
	당신이 만약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
	물통이 나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 수입이 많아질까?
	물통이 커진다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물통 속의 물은 결국 마르게 된다
	2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파이프라인의 파워
	야구선수 이야기
	백만장자가 되는 법
	작은 희생, 큰 대가
	당신의 선택은?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작용
	시간과 돈이라는 지렛대
	당신의 지렛대 방법?
	돈의 지렛대 작용
	부자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72의 법칙
	아이들의 용돈관리
	장기적인 투자 파이프라인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시간의 지렛대 작용
	평생동안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에 쓰이는 시간
	시간은 정말로 돈이다
	3
	인터넷 파이프라인
	충성스러운 단골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e-배가(compounding)=최종적인 파이프라인
	65세까지 백만 달러를 모으는 방법(연이율이 12%일 경우)
	지혜로운 사람들의 50년 파이프라인 계획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라
	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