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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지금보다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끊임 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쉬지 않고 나약한 마음을 파고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간 

전문가의 조언과 현재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우리의 여정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How to Change the 

World』이 훌륭한 전문가의 조언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현재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면서 함께 읽고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앨런 케이Alan C. Kay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주변에 변화를 이루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 책에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번역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소중한 피드백을 전해주신 권갑중님, 권원상님, 

박영준님, 송홍진님, 홍영기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글로 

표지에 멋진 손글씨를 그려 주신 박영준님, 박이연님께 한 번 더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조승빈 

2017년 4월 

https://selfothercontext.com 

mailto: selfothercontext@gmail.com

https://selfothercontext.com/
mailto:%20selfothercon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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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행성을 둘러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조직은 일하는 사람의 기를 꺾고 좌절 

시켜 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공허하고 무의미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만든 조직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들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조직 생산성은 과거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Denning 2012a]. 

20세기의 일하는 방식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Denning 2012b].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세기에 변화를 이루어 냈던 방식 또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권위에 의존하는 8단계 변화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진정한 절박함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위르헌 아펄로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주제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위에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비전을 위에서 아래로 펼쳐 보이면서 분명히 설명하는 대신,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깨뜨리고 복잡성과 춤을 추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대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계층을 지키는 대신, 수평적 네트워크를 자극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방화벽을 쌓는 대신, 환경과 

맞물리도록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개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추론과 

논쟁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박과 더욱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에서 모범 사례를 찾아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면, 

미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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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설명하는 실용적 방법은 학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며, 많은 

실패를 통해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위르헌은 실패 전문가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내기까지 15 년 이상을 어떻게 실패해왔는지 멋지게 

설명합니다. 기쁘게도 위르헌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험난한 도전입니다. 사회 기본 요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더 

열심히 해서 또는 뚝딱 손을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대한 

아이디어를 꿈꾸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여유로워지면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경영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관리 서적에서 근본적인 진리로 

간주하는, 우리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을 지워버리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영광스럽게도 내가 참여했던 스투스 모임에서 다룬 이야기들로 짜여 

있습니다. 2012 년 1 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진 21 명이 스위스의 작은 산간 

마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조직 변화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통의 기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에 주목하고 기억해 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을 실천하다 보니, 우리의 작은 모임은 한 달 만에 6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수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의 말처럼, 

고민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꿔 왔습니다. 

 

스티븐 데닝Stephen Denning 

『The Leader’s Guide to Radical Management』 와  

『The Leader’s Guide to Storytelling』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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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뤼안Marcin Floryan, 미샤 람세이어Mischa Ramseyer, 니나 케우렐Nina Kaurel, 피터 

스티븐스Peter Stevens, 뤼디 데 브륀Rudie de Bruin, 사케트 비발카르Saket Bivalkar, 테드 M. 영Ted M. 

Young, 보란츠 쿠트니크Voranc Kutnik, 이브 퍼랜드Yves Ferland, 이베스 스탈기스Yves Stalgies에게 

고맙습니다. 모두들 나를 골치 아픈 문제에서 구해주었어요.  

나디라 람보퀴스Nadira Rambocus, 에리크 힐러Erik Gille, 린다 히르즈만Linda Hirzmann, 믹 

사우텐Mick Schouten도 고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팀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블로그 구독자,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친구, 책 독자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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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책, 그 밖의 독창적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SF와 판타지 소설 컬렉션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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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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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urgenappelo.com/
http://management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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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방법  xv 

서문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일을 좋아하지만 우리 경영진이 하는 짓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무시하세요. 조직을 바꾸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한 

변화 에이전트가 되는 방법을 배울 만한 맷집이 없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불평은 그만 하세요. 조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즐기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책을 그만 

읽어도 좋습니다. 

2. 거기에서 나오세요. 나쁜 조직이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일하기 더 좋은 곳을 찾아보세요. 나쁜 조직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변화 관리를 배우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조직을 바꾸는 일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 효과적인 변화 에이전트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인 올라프 레비츠Olaf Lewitz가 이렇게 말했죠.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바꿔라.” 

나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위르헌 아펄로Jurgen Appelo 

2012년 3월, 로테르담 

jurgen@noop.nl 

mailto:jurgen@noo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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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환희로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알아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도 많은 이들을 후보에 올려 두고 있다. 

데이비드 세다리스David Sedaris, 미국 작가 (1956) 

W.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보너스가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글을 썼습니다 [Deming 1986].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관리자가 

아직도 보너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피터 F.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지식 노동자가 관리자의 하급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Drucker 1974], 

관리자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상급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는 역량 평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obinski 2010]. 

하지만 많은 관리자가 여전히 기본 평가 방법으로 역량 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자는 왜 빠르게 (또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애자일 선언1은 10년 만에 전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관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전에 북극해가 녹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조직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그 

                                              

1 애자일 선언, http://agilemanifesto.org/ 

http://agilemanifes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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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많은 경영 사상가 그리고 실천가들과 함께, 전세계적 변혁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변화 관리라는 

의미입니다. 거창한가요? 맞습니다. 어려울까요? 그럴 겁니다.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맨 땅에 헤딩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이 책에서 작은 규모에서 증명된 변화 관리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세계적인 규모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도하는 

조직 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변 환경을 바꾸지 못했던 나의 경험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의 15 년 

나는 15년 넘게 실패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2년에는 국제 댄스 

뮤직 뉴스레터를 발간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94 년에는 게임 개발 

회사를 창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3 년 동안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1997 년에는 친구와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회사와 

함께 파산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맺어온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1999년 게임 순위를 발표하는 인터넷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변화의 첫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사업 계획이 인상적이었는지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공식 투자자에게서 100만 유로를 투자 받는 데 도움이 되었죠. 우리 

팀은 그 투자금을 마지막 1 유로까지 성공적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객을 찾지 못했고 사업도 막을 내렸습니다. 소설, 만화, 블로그, 책, 

독창적이었지만 불운했던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등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수많은 실패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변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했습니다. 

내가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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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08 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 블로그인 

NOOP.NL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기있는 애자일 블로그로 알려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Saddington 2010]. 내가 쓴 책인 『Management 3.0』 2도 

성공해서 많은 세미나와 콘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교육도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결심할 만큼 좋은 인연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애자일 린 

유럽 네트워크Agile Lean Europe Network3는 ALE 20114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이 멋진 범 유럽 콘퍼런스에는 200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종종 내게 “뭐가 달라졌나요?” 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죠?”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하더군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모든 실패를 다 겪어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신이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위르헌은 충분히 실패했어.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유럽 정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실패가 전부 바닥나겠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배우는 데 엄청난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변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디어 실현에 수많은 실패를 겪은 후, 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면서도 매우 끈기 있는 변화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내가 얻은 교훈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일입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계속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지식 노동자가 되거나,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 또는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지만, 조직(사람들을 둘러싼 시스템)이 항상 협조하지 않습니다. 

                                              

2 매니지먼트 3.0, http://www.management30.com/  

3 ALE 네트워크, http://alenetwork.eu/ 
4 ALE 2011, http://ale2011.eu/ 

http://www.management30.com/book-reviews/
http://alenetwork.eu/
http://ale2011.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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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더욱 기민한 관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자기 

계발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도록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공정한 계약과 협업을 

추구하도록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모든 난제를 같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토프 브라운Christof Braun,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스크럼 컨설턴트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것이 행동인가요? 먼저 이해를 시키고 싶지 않나요? 가치 

체계와 신념을 바꾸고 싶지 않은가요? 사고 방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고, 이것이 예상치 못했지만 바랐던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는 기본적인 변화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우리 모두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정치와 비슷합니다만, 경호원 따위는 없어요. 

다행히도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이 많습니다. 『스위치Switch』 [Heath 2010], 『Fearless 

Change』 [Manns, Rising, 2005],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Leading Change』 [Kotter, 

1996], 『인플루엔서Influencer』 [Patterson 2008],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책이 변화 

에이전트에게 유용한 많은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책들이지만, 

대부분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단순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복잡성 사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뒷받침해주는 단순한 모델은 기본적인 변화 관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더욱 완전한 조직 변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한 번 찔러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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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사람, 팀, 조직이 스스로 

재조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복잡계의 모든 행동 가능성이 그렇듯이, 어떤 구조에 어떤 행동들이 

잠재되어 있고 어떤 조건이 그 행동을 드러내는지를 인식해서, 

가능하다면 유해한 행동을 할 확률을 줄이고 유익한 행동을 장려하는 

구조와 조건으로 조정하는 것이 비결이다. 

 

- 도넬라 H. 메도우스Donella H. Meadows, 『Thinking in Systems』 

[Meadows 2008]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웃게” 하거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 관리의 전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세요. 그러나, 시도할 때마다 그냥 경험에서 나온 추측이 아니라 좀 더 

똑똑한 시도를 해보세요. 

모히토 방법 

나는 블로그와 책에서 모히토 말고는 맥주나 와인 같은 알콜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언젠가 갓 만든 모히토 한 잔이 내 호텔 방에 깜짝 

선물로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행운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모히토에 대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각각의 재료는 꽤나 

진부하지만 그 맛이 너무 놀랍다는 점입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얻은 여러 아이디어를 섞으면 원래 있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히토 방법Mojito Method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은 내가 모히토를 잘 만든다고 말합니다. 모히토 방법도 상당히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흔들어 섞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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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따로 써먹을 때보다 훨씬 더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책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개선] 

전략이다. […] 이것은 팀이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다른 곳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데에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된다. 

 

- 위르헌 아펄로, 『Management 3.0』 [Appelo 2011a] 

모히토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어려움 없이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나는 모히토 방법을 사용해서 해피니스 도어Happiness 

Door(피드백 월feedback wall, 해피니스 인덱스happiness index), 델리게이션 포커Delegation 

Poker(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핵심 결정 영역key decision areas, 플래닝 포커planning poker), 

무빙 모티베이터Moving Motivators(16가지 기본 욕구 16 Basic Desires [Reiss 2002],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Ryan 2002])를 만들었습니다. [Appelo 2011b] 

[Appelo 2011c] [Appelo 2011d] 

이제 변화 관리에 모히토 방법을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깨뜨리고 여러 재료를 섞는 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죠. 

변화 관리 3.0 

CEO 의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조직은 소유주가 작동시키는 기계가 아닙니다. 

조직은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모든 계층을 넘나들며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점심 때 주말 이야기로 

수다를 떨면서 버터를 건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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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학습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스투스 모임 성명서5 

사회 시스템처럼 복잡한 무언가에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변화 관리의 네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시스템과 춤을 

사회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적응력이 있습니다 [Mitchell 2009]. 사회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행동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그 네트워크에 

적응해야 합니다. 마치 시스템과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복잡성 사상가는 

변화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춤을 추다 보면 보통 

발가락이나 팔꿈치에 멍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관심을 

사회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다양성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네트워크에 자극을 

복잡 시스템에서 행동이 확산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전부입니다. 행동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며, 사회 

네트워크를 자극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전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스투스 네트워크, http://www.stoosnetwork.org/ 

http://www.stoosnetwork.org/


세상을 바꾸는 방법  실패에서 환희로  8 

넷째, 환경에 변화를 

사람들은 항상 환경의 맥락 안에서 스스로를 조직화 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조직화 하는 방법은 환경이 결정하며, 여러분은 그 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1: 변화 관리 3.0 의 네 가지 측면 

변화 관리 3.0 슈퍼 모델 

변화 관리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변화 관리 

3.0 슈퍼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슈퍼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네 가지 측면 각각을 설명하는 유명한 변화 모델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관리에 모히토 방법을 적용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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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과 춤을 – PDCA 모델 

2. 사람에게 관심을 – ADKAR 모델 

3. 네트워크에 자극을 – 수용 곡선 모델 

4. 환경에 변화를 – 5I 모델 

이후 네 장에서 네 가지 모델을 각각 설명합니다. 슈퍼 모델을 이해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좀 더 기민해지도록, 교육을 더 잘 받도록, 더 협력하도록, 더 기꺼이 

당신의 합창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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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춤을 

활동이나 방법을 목표로 정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란 항상 어떻게 하면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목표는 반드시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야 한다. 

목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목표란 가치 판단이다. 

W. 에드워즈 데밍, 미국 통계학자 (1900 - 1993) 

2012년 1월, 스위스의 스투스Stoos에 21명의 앞서가는 사상가, 아이디어 발상가, 

경영 코치, 컨설턴트, 실천가가 “경영과 조직 변혁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속화할지 토론해보자”라는 목표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림 2) 친애하는 스티브 

데닝Steve Denning, 프란츠 뢰슬리Franz Röösli, 피터 스티븐스Peter Stevens가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간만에 가장 고단했지만 보람찬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스투스 참여자들은 열정적인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모임 

중간과 이후에 약간의 반발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개방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했던 걸까요?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포함한) 주최자들은 비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독자와 팔로워에게 의견을 물어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애자일 선언6이나 상호 의존 선언문7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비공개 

행사에서는 그러한 공개 발표(그리고 의견 요청)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행사 준비 과정을 공개하는 것과 초대를 받은 몇몇 사람의 사생활 보호 요구가 

서로 충돌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끼리 

                                              

6 애자일 선언, http://agilemanifesto.org/ 
7 상호 의존 선언문, http://pmdoi.org/ 

http://agilemanifesto.org/
http://pmdoi.org/


세상을 바꾸는 방법  시스템과 춤을  12 

대화를 나누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았던 과거 행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자 중 누구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2: 호텔에서 바라본 스투스의 전경 

지나고 보니, 그런 피드백은 이해할 수 있고 분명했습니다. 복잡성 사고에서는 

이것을 사후 일관성retrospective coherence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불행히도 비슷한 행사를 

직접 주최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미지수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직 

반복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적응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변화 에이전트에게는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논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비판한다면, 그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독자와 팔로워의 목소리가 더 조용했다면 오히려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동의했다면, 애초에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나 지속적인 변화 관리라는 주제로 깊숙이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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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적응 (그리고 예측과 탐색) 

조직은 복잡 적응 시스템입니다 (그림 3). 조직은 여러분의 행동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스템의 반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애자일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검토inspect와 적응adapt입니다. 

 

그림 3: 조직은 복잡 적응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적응하는 것이 

전부라면, 시스템이 항상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을 이끌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시스템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변화 에이전트는 

예측anticipation과 탐색exploration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과 춤을 출 수는 

있다! 

 

- 도넬라 H. 메도우스, 『Thinking in Systems』 [Meadow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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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 모델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초창기 시스템 사상가였던 W. 에드워즈 데밍과 

월터 A. 슈하트Walter A. Shewhart가 수십 년 전에 설명했던 원칙입니다. PDCA 모델 (그림 

4)은 1920년대 초반에 슈하트가 만들고 1950년대에 데밍이 대중화한 것입니다. 

 

그림 4: PDCA (계획, 실행, 확인, 행동)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행동Act의 약자인 PDCA는 4 단계 반복 개선 

프로세스입니다. 개입이 시스템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또는 시스템의 환경에) 개입하는 순서대로 각 변화 관리 

계획을 구성합니다. 의도한 대로 작동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행동을 시도합니다. PDCA는 목표 설정 (계획), 아이디어 실행 

(실행), 피드백 측정 (확인), 결과 분석 (행동)의 끝없는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춤을 춘다는 것은 스포츠 댄스의 “리드 앤드 팔로우lead and follow”와 

비슷합니다. 리드 앤드 팔로우는 방향을 잡고, 스텝을 밟고, 반응을 살피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속적인 사이클입니다. 예측, 적응, 탐색을 합친 것이죠. 

PDCA의 개념은 가설, 실험, 평가라는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평가-분석-

측정-개선 [Pulford 1996], 정의-측정-개선-관리-분석 8 , 만들기-측정-학습 [Ries 

2011]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델도 많지만, 나는 구식이기는 하나 단순하기도 

                                              

8 식스 시그마, http://en.wikipedia.org/wiki/Six_Sigma  

http://en.wikipedia.org/wiki/Six_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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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충분히 효과적인 계획-실행-확인-행동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춤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누군가의 

발가락을 밟거나, 다른 초보와 부딪히는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변화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춤을 더 잘 출수 있는 방법을 배우세요. 

계획 

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 아이패드,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꺼이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목표가 필요합니다. 변화시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그려볼 

수 있나요? 더 좋은 조직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비전과 목적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메타포, 

시각화를 활용할 수 있나요? 

“ 진정한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부지런히 

학습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비전이란 요즘 너도나도 들고 

나오는 판에 박힌 ‘비전 선언문’과는 많이 다르다) 

 

- 피터 M. 센게Peter M. Senge, 『학습하는 조직The Fifth Discipline』 [Seng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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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 월, 나는 유럽의 애자일 및 린 실천가들이 국경을 넘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나라 커뮤니티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협력하는 유럽 

커뮤니티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Appelo 

2001e].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유럽 각지에서 온 40명이 함께 모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제 레고 모델로 표현해서 (그림 5), 설명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9. 이러한 물리적 시각화는 공유하는 비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5: 애자일 린 유럽의 비전10 

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목적지를 알고 나면 가장 좋은 시작 방법은 잘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좋은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눈에 

띄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보세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부터 변화 계획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시작하세요. 최종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처음으로 해야 할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필수적인 행동에 집중합니다. 

                                              

9 ALE 네트워크의 비전, http://www.youtube.com/watch?v=Zg2PMv8lFUA 

10 Agile42의 올라프 레비츠가 찍은 사진. 승인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Zg2PMv8lF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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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럼 코치인 피터 스티븐스는 새로운 팀을 코칭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최고의 프로젝트였나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유하는 최고의 사례를 듣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애자일 또는 린이라고 부르는 상식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팀에게 

스크럼이나 칸반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최고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최고의 프로젝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다시 떠올렸던 최고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큰 걸음을 요구하면 더 어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정말 좋은 곳임을 보여준 다음 간단한 첫 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결정하세요. 

실행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른다면 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몇몇 

결정적 움직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정적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첫 발을 내딛으세요. 사람들에게 그냥 큰 그림만 

던져주지 말고, 분명하며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도 함께 주세요. 맞습니다. 

원대한 비전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결정적 실천 방안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 2011년 유타 주의 스노우버드 스키 리조트에서, 17 명이 함께 모여 더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원대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림 6). 그리고 거기에 “애자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선언문 형태로 바꾸어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각자는 

“포스트잇에 스토리 작성하기”, “화이트 보드에 업무 시각화하기”, “매주 

고객에게서 피드백 얻기” 등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실천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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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계획은 원대한 비전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실천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6: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언제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변화 계획에서는 때와 장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적절한 상황을 

얼마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변화 계획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고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적절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자극하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비판적인 대규모 청중 앞에서 기조 연설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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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년 간 범 유럽 애자일 및 린 실천가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책이 출간된 이후에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유럽 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불현듯 그 

추진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민을 그만 

접고 행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관리한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결정적 실천 방안을 알아내고,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확인 

PDCA 사이클에서 세 번째는 피드백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찔러보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얻을까요? 

변화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잘 돌아가는 것은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긍정적 비판을 해줄까요? 누가 실제로 쓸모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가치 있는 의견을 줄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곱씹도록 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의 실행 결과를 기꺼이 참아주고 발견해낸 사실을 

기쁘게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얼굴에 한 방 날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에게 

실험하세요. 

• 매니지먼트 3.0 교육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의 스크럼 모임에서 5 시간짜리 

워크숍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무료 교육을 

했습니다. 30명의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했던 이틀짜리 베타 테스트가 세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10여 차례 교육을 진행한 이후에도 실험과 검증을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교육 참가자에게 점심 시간 바로 전에 

해피니스 도어happiness door[Appelo 2011d]에 의견을 붙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림 7). 이러한 정성 피드백은 교육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조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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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교육 중 피드백 

결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의견도 좋지만 정성 피드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량 

결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변화 계획이 제대로 진행 중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애자일 하게 되기” 또는 “학습 

조직 되기” 같이 추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기쁩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측정이 시스템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 스키폴 공항은 항공편 당 몇 명의 승객이 면세품을 구입하는지, 여행객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예정인지 등을 측정합니다. 나는 몇 명이나 

기꺼이 나를 평가해주는지, 교육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지, 교육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측정합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측정을 통해 결과와 아이디어 사이의 상관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그 결과는 좋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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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에릭 리스Eric Ries는 린 스타트업The 

Lean Startup에서 이것을 “유효한 학습validat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Ries 2011]. 

유효한 학습은 어떤 개입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개입이 그렇지 않은지) 측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행동 

피드백 사이클은 긴 편보다 짧은 편이 더 좋습니다. 무언가가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방법에 너무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가속화할까요? 

피드백이 빠르면 잘못될 위험이 줄어들고, 더 여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어야, 그들이 주는 피드백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 교육 중에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써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이 잊기 전에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처음에 나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의견을 읽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이 교육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끔찍해!) 그러나 곧 휴식 시간에 의견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에 

피드백에 대응할 수 있었고, 곧바로 몇 시간 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피드백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마도 피드백 루프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피드백 사이클이 짧으면 빠른 성공을 이용해서 변화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유익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검증 받고 나면, 점진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조직 

전체로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성공은 이익을 굳건히 하고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피드백 루프를 강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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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네 올란데르Arne Å hlander, 스웨덴 룬드의 컨설턴트 

수년 전부터 프로젝트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요구사항도 있고 작지만 중요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두 도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쪽 도로에서는 버스(큰 

요구사항)가 오고 있고, 다른 쪽 도로에서는 자전거(작은 요구사항)가 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가 먼저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전거가 먼저 가는 쪽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이젠kaizen(작은 걸음의 지속적인 변화)과 카이카쿠kaikaku(큰 걸음의 근본적인 

변화) 사이의 선택과 비슷했습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도와주도록 경험적 학습을 

해야 합니다. 

복잡성을 고려하세요 

사회 시스템은 복잡하고 적응성이 있습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찔러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시스템과 춤을 추면서 조심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결정적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 언제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 피드백은 어떻게 얻을까요? 

• 결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 결과를 어떻게 가속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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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관심을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고, 

그들의 삶은 모방이며, 

그들의 열정은 인용일 뿐이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아일랜드 작가 (1854 - 1900) 

스투스 모임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세계의 조직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서,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제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티브 데닝의 “50차원 마인드맵fifty dimensional mind-map” 11 형태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이는 근본 원인과 결과 면에서 다소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진행 중 업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장에서 본 

것처럼, 문제는 항상 스스로 진화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조직은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학습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며, 리더는 기계 관리자가 아닌 삶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는 측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1명의 참여자는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적절히 

반영한 성명서를 만들었고, 다른 이들도 거기에서 영감을 얻길 바랐습니다. 

                                              

11 스투스 네트워크의 문제 정의, http://www.stoosnetwork.org/what-is-the-problem/  

http://www.stoosnetwork.org/what-is-the-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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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화 에이전트는 실질적인 발전이 측정 가능한 작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스투스 모임은 이해 

관계자, 영향력 행사자, 전략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는지 고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은 사람들에게 개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벽을 치우세요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있는 개인입니다 (그림 8).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조직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개인적 욕구와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벽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림 8: 사회 네트워크 안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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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는 대부분의 조직이 제한적인 설계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변화를 가로막는 벽은 대개 

의사 결정자 자신의 마음 속 그리고 조직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 마이클 C. 잭슨Michael C. Jackson, 『Systems Thinking』 [Jackson 2003] 

개인 차원에서 조직을 바꾸고 싶을 때, 신경 외과 의사 고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프 하이아트Jeff Hiatt가 만든 ADKAR 모델을 적용하면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Hiatt 2006]. 

 

그림 9: ADKAR (인식, 열망, 지식, 역량, 강화) 

ADKAR 모델 

ADKAR 모델(그림 9)은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목표 

지향 변화 관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변화 계획에 사람이라는 측면이 빠져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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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KAR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awareness 

• 변화에 참여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열망desire 

•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지식knowledge 

• 매일매일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ability 

•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화reinforcement 

ADKAR 모델이 유용한 이유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합니다. 

• 변화에 대한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 방법도 알고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 계획을 시작할 때, 개인 차원의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 모두에서 다루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벽을 치우는데 ADKAR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ADKAR 모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식 

변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아무리 변화가 급하더라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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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고, 100 개의 말머리표가 있는 발표 자료로 대중을 기절 시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희미해서 알아보기도 힘든 작은 글씨가 적힌 갈색 종이 

봉투 포스터를 지지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변화 

에이전트들이 방금 설명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끊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반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술에 조금만 

투자해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틱Made to Stick』이라는 책은 

단순하고, 예기치 못한,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Heath 2007]. 

• 우리 나라의 모든 담뱃갑에는 “smoking kills”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림 10). 소통이라는 것은 

변화를 향한 첫 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관심과 세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좋은 

이야기와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10: 금연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나요?12 

                                              

12 © Shahbaz Majeed, “Smoking Kills”,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CC BY 2.0), 

http://www.flickr.com/photos/ajnabee/18211729/ 

http://www.flickr.com/photos/ajnabee/182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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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가 금연하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는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흡연률이 올라간다. 

 

- W. 워너 버그W. Warner Burke, 『Organization Change: Theory and 

Practice』 [Burke 2010] 

어떻게 모범을 보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리더보다 훌륭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말보다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남에게 하라고 말하는 대로 직접 실천해서 여러분의 비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 나는 일상 업무에 애자일 실천법을 적용함으로써 조직이 더욱 기민해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보다 쉽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좋은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술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열망 

인식이 변화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변화 에이전트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인식하게끔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감정적 자극으로 이성적 메시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긴급한 일로 만들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은 무시하고 급한 일에 집중합니다 [Covey 

2004].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가 긴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긴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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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절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버지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절대로 긴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지금 당장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몇 달 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람직한 일로 만들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긴급하다고 느낄 때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할 때에도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들의 내적 열망을 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11). 

지위, 질서, 명예, 목적, 호기심에 대한 욕구를 목표로 삼으세요. 유능해지고, 

자립하고, 인정받고, 강력해지고,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활용하세요! 

13  어머니는 달콤한 맛이 나는 약이 아이들에게 먹이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저항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를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13 [Appelo 2011a]에서 설명하고 있는 10가지 내적 열망,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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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hampfrogs” 연상 기호를 이용해 표현한) 10 가지 내적 열망 

• 얼마 전에 일했던 조직에 스크럼을 도입하자 거의 모든 사람이 스크럼을 

좋아했습니다. 개발팀은 스크럼이 혼란스러운 환경에 질서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관리자는 스크럼이 회사에 

현대적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백로그와 주간 백로그 변경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스크럼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꼭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파랗고, 크고, 푹신해서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을 하고, 거품을 묻히고, 깃털을 뒤집어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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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칭찬과 수용, 존경과 관계다. 

경영자든 부모든 코치든 누구든 관계없이, 이 놀라운 힘의 사용법을 

배우라.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케리 패터슨Kerry Patterson, 『인플루엔서』 [Patterson 2008] 

변화의 결과를 미리 두려워해서 변화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변화가 사람들의 내적 열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를 다른 개발자와 공유하기 싫다는 

이유로 스크럼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이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 품질을 

훌륭하게 여겼고, 코드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 놓은 일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중요한 것이 전문성과 

지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여러 스크럼 팀의 품질 관리 실천법 

책임자라는 비공식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반가워했고 

그 순간부터 스크럼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이성적으로 설명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긴급하면서도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식 

자,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의도하는 변화를 정확히 실행할까요? 

누가 가르칠까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그들을 도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똑한 동료보다 인정받는 

전문가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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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멘토, 코치, 권위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책, 웨비나webinar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가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노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내 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관리자로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 

참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새로운 정보는 없었고 이미 거의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해심을 

갖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의 설명 덕분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 

미소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강사에게 교육 방법은 메시지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강의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야기, 실습, 게임, 토론 등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을 웃기세요. 아니면 울리던가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매지니먼트 3.0 교육을 준비하면서 나는 『브레인 룰스Brain Rules』 [Medina 

2008], 『Enriching the Brain』 [Jensen 2006] 같은 유명한 두뇌 과학 책과 

『Training from the Back of the Room』 [Bowman 2009], 『Thiagi’s 100 

Favorite Games』 [Thiagarajan 2006] 같은 교사와 강사를 위한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강사에게 가장 비효과적인 기법이 

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감각과 기법을 사용하면서 서로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에 게임과 대화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주제마다 약 20분 

정도 짧게 강의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초대해서 변화를 거들고, 상호작용하는 학습 기법을 적용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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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많은 사람에게 변화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당장 다르게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기대하는 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만들까요? 

변화 에이전트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인식, 열망, 지식이 

있더라도,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작은 걸음을 떼는 것조차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LE 2011 언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유럽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를린을 선택한 이유도 (여행이 더 

쉽도록) 유럽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나라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나라 별로 최대 참여자 수를 제한해서) 배려했고,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연사에게 (여행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범 유럽 협력이 더 쉽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서 34개 유럽 국가에서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도록 만들까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위한 기술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 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훌륭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술과 원칙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여유와 수단을 주세요. 

•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코드 리트리트code retreat나 코딩 도장coding dojo과 

같은 연습을 통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가끔씩은 바쁜 업무와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음악가와 운동 선수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솜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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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라도 상황이 그들을 붙들기도 합니다. 

변화 에이전트는 벽을 없애고 연습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화 

아마도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1월 초에 올해에는 운동을 

시작하고, TV를 그만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___(빈 칸을 

채우세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2월에 다시 소파에 

앉아서, 햄버거를 들고, 가족 해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좋은 노력을 보여주다가도 오래된 

패턴과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성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변화할 때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목표는 그 목적지가 아득한 미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음 단계의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주세요.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 나는 살면서 여러 차례 책을 써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나는 계속 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 

블로그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 12). 블로그에 글을 몇 개 올린 후 

댓글과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자가 준 이 피드백이 다른 블로그 

글을 쓰는 데 내게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출판사에 보여주고 책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써 둔 

상태였습니다. 많은 단기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내 장기 

목표(책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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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 

어떻게 지속하도록 만들까요? 

새로운 행동의 지속성은 그 행동의 지루한 부분을 재미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 때 가장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 하고 싶어하도록 만들려면, 

사회적이고 경쟁적이고 중독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사람들 마음 속에 새로운 

방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려면 복잡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말만으로도 

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 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체 활동을 추적하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과 경쟁합니다. 사회적이고 중독적인 면(게임)을 

추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행동(운동)을 만들고,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단기 성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측면을 더하면,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만드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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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사람들에게 변화를 원할 때 대개는 이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정적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어떻게 소통할까요? 

• 어떻게 모범을 보일까요? 

• 어떻게 긴급한 일로 만들까요? 

• 어떻게 바람직한 일로 만들까요? 

• 누가 가르칠까요? 

• 어떻게 가르칠까요? 

• 어떻게 쉽게 만들까요? 

• 어떻게 연습하도록 만들까요? 

• 단기 성공은 무엇일까요? 

• 어떻게 지속하도록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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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자극을 

사람들은 낡은 전통에 집착하면서 습관적 행동 양식을 바꾸기를 열렬히 거부한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실존적 사고에 대한 게으르고 비겁한 보수주의의 족쇄가 

인간의 진보를 늦추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V.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 호주 고고학자 (1892 - 1957) 

스위스 스투스에 모인 21명이 세상을 뒤흔들지는 못했고 몇몇 사람들의 눈에만 

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행사가 끝나기 전에도, 참여자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블로그 글이나 동영상을 준비해서 공개하기 전에도, 이런 푸념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작은 행사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들만의 스핀 오프 행사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옳았습니다. 스투스 

행사는, “길잡이들의 모임guiding coalition”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하루 

반나절 만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피드백을 통해 변화 관리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 계획은 

소수의 지지자 집단, 소수의 회의론자 집단,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모두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야호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바쁘니까 비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곡선을 따라,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갈 길을 스스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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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따라 

사회의 모든 복잡 시스템이 그렇듯이, 조직은 네트워크이며 행동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조직을 통해 확산됩니다 (그림 13). 애자일 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개인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직에서 변화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면, 네트워크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전체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3: 조직은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수용 곡선 

행동 수용률rate of adoption of behavior이란 변화 또는 혁신을 받아들이는 상대 속도를 

말합니다. 행동이 임계 질량critical mass 또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는 순간이 

결정적 지점입니다 [Gladwell 2000]. 이 지점은 수많은 개인이 모인 수용 곡선 위에 

있으며, 이 지점을 지난 이후에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힘이 스스로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임계 질량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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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혁신 수용 곡선 

1962 년에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 교수는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Rogers 2003]. 이 이론에서 그는 혁신자innovator가 사회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뒤이어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 전기 다수수용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수용자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laggard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림 14). 여러분과 나같은 변화 

에이전트에게는, 네트워크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방식과 

메시지를 사용해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나는 로저스가 만든 모델에 개시자initiator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부류를 

추가했습니다. 개시자(“기폭자igni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는 바로 변화 

에이전트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용 곡선은 파티 텐트가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마다 다른 메시지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자에게는 통하는 방법이 다수수용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수용자를 설득해낸 방법이 분명히 지각 

수용자에게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트워크에 있는 서로 다른 집단을 살펴보고, 이 분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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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집단은 변화 에이전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많은 사람이 변화 프로그램의 개시자나 기폭자가 되고 싶어하겠지만,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헌신하고 있나요? 

완전히 헌신하는 변화 에이전트가 없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나요? 대의와 목표에 전념하면서, 계속 다른 업무나 프로젝트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나요? 

• ISM eCompany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나는 매우 헌신적으로 조직에 

스크럼을 도입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돕고 있나요? 

변화 에이전트가 혼자 일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직의 다른 

부분에서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나 동료와 함께 하세요. 많은 

개시자들이 공개적이든 은밀하게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길잡이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Kotter 1996].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변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 네트워크에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세요. 

• 애자일 린 유럽 네트워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범 유럽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훌륭한 사람들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메일과 비공개 포럼을 통해, 우리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이 우리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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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시간, 에너지, 친구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성공적 변화 에이전트의 전제 

조건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변화 에이전트인 오바마 대통령조차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주변에 조언자와 조력자를 두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쓴 덕분이었습니다. 

이브 퍼랜드Yves Ferland,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자일 코치 

나는 코칭 부분이 대부분 무시되고 있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코칭, 특히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에게 코칭을 제공하면, 조직 

내부에 꼭 필요한 만큼의 변화 옹호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기꺼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항공 안전 수칙에서처럼, 부모는 자녀를 돕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 계획을 만들고 좋은 

방법을 따르는 사람의 역량은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 에이전트가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상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기만 할 것입니다. 

혁신자 

모든 변화 프로그램은 바뀌기 쉽고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혁신자가 될까요? 

조직에서 혁신자를 찾아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사회 네트워크의 어디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지 찾은 다음, 자기에게 

꼭 맞는 변화처럼 보여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 혁신자들은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을 때 몇 시간씩 줄을 서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책이 출간되자마자 출판 기념회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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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준 독자들이었습니다. 변화 에이전트가 혁신자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변화의 물결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비판자나 회의론자와 싸우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모든 변화 관리 전문가가 동의하는 점입니다. 변화를 

가장 열망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집중하고, 

거기에서부터 변화 프로그램을 키워가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혁신자를 한 편으로 끌어들이면 안됩니다. 

적절하지 못한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 당신이 찾은 핵심행동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바람직하지 

않은] 혁신가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아주 멀리. 만일 

그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디어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만다.  

 

- 케리 패터슨, 『인플루엔서』 [Patterson 2008] 

초기 수용자 

처음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확신이 들면, 혁신 수용 곡선에서 그 

다음 집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초기 수용자일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쉽게 확산됩니다. 조직의 커넥터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Gladwell 2000]. 커넥터는 모두를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커넥터를 변화 프로그램에 동참시키고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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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서, 가장 먼저 총무 또는 사무 

관리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의 모든 사람과 가까이에서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슷한 

이유로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공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항은 전파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요점은 평균적인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초기 수용자, 즉 제품에 대한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고객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고객은 

실수를 잘 용서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 특히 적극적이다. 

 

- 에릭 리스, 『린 스타트업』 [Ries 2011] 

어떻게 리더의 도움을 이끌어 낼까요? 

인정받는 리더가 변화 계획을 지지하면 변화를 더욱 쉽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믿고 여러분의 변화를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으로 (더욱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유명한 후원자”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강력한 인물, 유명 인사, 고위 경영진, 유능한 리더, 영향력 있는 학습 

모임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 초기 수용자들은 오피니언 리더로 알려져 있다. 인구의 약 

13.5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주요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들과 혁신자들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초기 수용자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존경받고 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나머지 

85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를 따른다. 

 

- 케리 패터슨, 『인플루엔서』 [Patter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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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ALE 네트워크 초기에 리사 크리스핀Lisa Crispin, 레이첼 데이비스Rachel 

Davies, J.B. 라인스버거J.B. Rainsberger와 같이 발이 넓은 여러 저자와 연사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의 더 먼 곳까지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기 수용자 집단은 수용 곡선에서 혁신자 다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넥터와 리더가 초기 수용자 집단에 많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림 15). 

 

그림 15: 누가 리더일까요14 

전기 다수수용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 다음 집단이 다수수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수용자는 전기 다수수용자와 후기 다수수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변화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잘해야 하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는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수용자는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긴 하지만 

단지 위험을 피하고 싶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14 © Alessandro Bonvini, “Leaders and followers II”,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CC 

BY 2.0), http://www.flickr.com/photos/alebonvini/3084776102/ 

http://www.flickr.com/photos/alebonvini/30847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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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다수수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때 비전이 있는 개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수용자를 

다루는 방법은 초기 집단을 다루는 방법과 다를 것입니다. 제프리 무어Geoffrey 

Moore는 초기 수용자와 전기 다수수용자 사이에 “아주 큰 간극[캐즘]chasm”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Moore 2002]. 새로운 행동이 그 캐즘을 넘지 못해서 많은 혁신과 

변화 계획이 좌절을 겪습니다. 

•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들은 디자인, 멀티 터치 기능, 그리고 단지 애플이 

만든 새로운 디바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첫 번째 아이패드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수수용자들은 기차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입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수수용자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의 장점을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변화 계획에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눈덩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행해야 하는 옵션의 개수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는 메타포는 무한대입니다. 

• 핫메일과 지메일이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초기 수용자)이 

친구들(다수수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공짜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고객들이 공짜 이메일의 장점을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빠른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기 다수수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마다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에게 통하는 것이 아마도 

다수수용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 프로그램의 확산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범위 내에서 변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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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익명과 점령(Anonymous and Occupy) 운동. 이 두 가지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15 

후기 다수수용자 

이제 더 어렵습니다! 다수수용자의 레이더에 일단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면, 다수수용자의 절반 정도는 거기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회의론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모든 변화 계획에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회의론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변화 계획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판을 통해서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회의론자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 유럽의 애자일/린 운동에 대한 회의주의에 직면한 이후, 나는 내 소통 

방식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노력과 동기에 대해 

고통스러운 의견과 소문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쓸모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조정하고, 단기 성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회의론자를 중립으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15 © Luciano Castillo, “Anonymous Mask”,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CC BY 2.0), 

http://www.flickr.com/photos/luccast85/6250260580/ 

http://www.flickr.com/photos/luccast85/625026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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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회의론자가 우리의 성공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주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만, 진짜 냉소주의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피드백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머지 

다수수용자에게 집중하세요.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후기 

다수수용자의 저항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암 기린 그린 기린 그림이다Charly the 

change agent charged in and changed chubby Chan”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각 수용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크박스에 완료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 

계획이란 정원을 다시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서 옮겨 심고 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퇴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때로는 변화 계획이 “성공”했다고 너무 일찍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해결하지 못한 저항이 모든 일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퇴보 예방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열정을 유지하고 변화가 계속 유효한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행동이 마침내 조직 문화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다. 

• 누군가에게 “코치는 조직이 애자일해지면 바로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이 조직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라면, 처음부터 거기에 저항해온 

지각 수용자는 조직을 예전 행동 패턴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자만심에 빠지거나 이제 끝났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  네트워크에 자극을  48 

미샤 람세이어Mischa Ramseyer, 스위스 취리히의 애자일 코치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로 강력한 지각 수용자들이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루어 낸 변화의 핵심 중 상당수를 되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경험이었죠. 돌이켜보면, 내가 이 친구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군요. 내가 아마도 그들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변화 계획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이 모든 변화 에이전트에게 “네트워크 자극”의 일부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아이디어를 확산시키세요 

사회 네트워크에서 행동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유익한 바이러스이고 전염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 헌신하고 있나요? 

• 누가 돕고 있나요? 

• 누가 혁신자가 될까요? 

• 누가 초기 수용자일까요? 

• 어떻게 리더의 도움을 이끌어 낼까요? 

• 전기 다수수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 어떻게 입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 회의론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 퇴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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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변화를 

우리는 대개의 경우 사회적 실패와 성공에 유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둘 중에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쉽다. 

J.B.S. 홀데인J.B.S. Haldane, 영국 유전학자 (1892 - 1964) 

스투스 모임에서 논의했던 주제 중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다고 느꼈던 운동의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관리를 현대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후속 행사를 기획한다면 그 이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셜 네트워크 그룹과 

트위터 계정에는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당시 참여자들은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또는 이름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떠올린 어떤 단어도 우리가 느끼는 조직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스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누군가가 더 섹시한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링크드인 그룹 이름으로 “스투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공유 정체성 형성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변화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의 일부이기에 이런 논의가 중요합니다.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마지막 주요 주제이며, 이번 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16 스투스 네트워크, http://www.linkedin.com/groups/?gid=4243114 

http://www.linkedin.com/groups/?gid=4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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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안에서의 자기 조직화 

현대 조직에서 우리는 자기 조직화 팀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직화가 효과성의 성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직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또는 팀이 자신의 업무만 

최적화하는 공유지의 비극17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17: 시스템의 경계 

자기 조직화는 경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림 17). 환경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면 자동으로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4I + 1 

환경을 바꿔서 자기 조직화를 조종하고 싶다면, 마크 반 부그트Mark van Vugt가 제안한 

4I 모델을 기반으로 [Van Vugt 2009] 내가 5I 모델로 확장시킨 다음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18). 

                                              

17 Wikipedia: Tragedy of the Commons, 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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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Information: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방열기를 활용합니다. 

• 정체성Identity: 사람들이 함께 일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기업 문화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에 호소합니다. 

• 보상Incentives: 칭찬의 형태나 감사의 표시로 바람직한 행동에 작은 

보상을 주세요. 

• 기반Infrastructure: 사람들 주변에 도구와 기반 시설을 배치하면 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제도Institutions: 바람직한 행동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또는 그 밖의 비공식 제도를 도입하세요. 

 

그림 18: 5I (4I + 1)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Kurt Lewin이 자신의 유명한 방정식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동은 

사람과 환경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18 

B=f(P,E)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값비싼 수술대 없이는 하기 힘든) 사람 자체를 

바꾸는 대신에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Wikipedia: Lewin’s equation, http://en.wikipedia.org/wiki/Lewin's_equation 

http://en.wikipedia.org/wiki/Lewin's_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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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I 모델에서 첫 번째가 대개는 가장 실행하기 쉽습니다. 조직의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모든 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보를 발산할까요? 

많은 변화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결정적 실천 방안입니다. 모두가 변화를 향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현재 행동이 실제로 필요한 행동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교통 관리에서 속도 표시 전광판이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Goetz 2011]. (속도 표시 전광판은 

레이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며, 대개는 

커다란 숫자와 못생긴 스마일 표시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나오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일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나 바보 같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 더 좋고, 더 완전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성의 

경계를 살짝만 확대해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놀랍다. 

 

- 도넬라 H. 메도우스, 『Thinking in Systems』 [Meadows 2008] 

어떻게 소통을 쉽게 만들까요? 

바람직한 행동이 더욱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람들이 

더 잘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가능한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의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벽을 없애거나, 석재 

벽면을 유리로 바꾸거나, 스카이프 헤드셋을 나눠주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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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섬세함은 속 편하게 

눈치채지 못하는) 네덜란드 남자들처럼 행동하면 때때로 기적같은 효과가 

생겨납니다. 

• ALE 네트워크의 신념에 따라, 나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링크드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계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링크드인 그룹은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곧바로 트위터에 #alenetwork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빠르게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정보 방열기information radiator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집 안에, 거리에, 직장에도 

있으며,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한 변화 에이전트는 정보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 

5I 모델의 두 번째는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거나 끌어당기는 그릇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것입니다. 

집단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관련되고 싶은 정체성이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브랜드의 멋진 느낌이 자신에게 

옮겨지는 상상을 좋아합니다. 

•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축구팀이 중요한 국제 경기를 할 때마다 

네덜란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옷을 차려 

입습니다 (그림 19). 모두 주황색인데, 네덜란드 왕실의 색이 주황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알콜을 마셔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팬들이 “우리가 승리할 거에요”라든지 “우리 팀이 

최고에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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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네덜란드 축구팬19 

어떻게 동료 압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행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할 때 전염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서로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동료 압력peer pressure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압력은 사람들이 

사회 단위에 강력한 소속감을 지닐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바람직한 행동과 집단 정체성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제품 

마케터의 꿈입니다. 이루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행이라는 것은 아이템 자체의 유용함보다는 

착용하는 사람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깨 패드, 작은 가죽 

넥타이, 헐렁한 바지 같은 패션 유행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식 노동자 사이에 어떤 방식이 인기를 끈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소속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비즈니스 

정장, 직책, 회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유일한 논리적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 계획에 재미 없고 지루한 이름을 붙이는 대신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빌려오세요. 동료 압력이 

                                              

19  ©  Dan Kamminga, “Orange1”,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CC BY 2.0), 

http://www.flickr.com/photos/dankamminga/174479924/ 

http://www.flickr.com/photos/dankamminga/17447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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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실천법이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행동과 정체성을 연결하세요. 그것이 사회적 응집력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상 

5I 모델에서 세 번째가 아마도 가장 위험한 항목일 것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관리자는 보상(상, 선물, 보너스, 기타 등등)을 통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개 보상은 나쁜 영향을 주며 어떤 보상이든 너무 자주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역기능을 유발합니다 [Pink 2009].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행동이 창의성이 필요 없는 일인 경우, 결과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보상이 작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Fleming 2011].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하지만 지루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방을 

사용하고 나서 청소할 때나 법률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출시 이후에 보안 점검을 실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은 동물 조련사 또는 부모가 널리 사용합니다. 개 또는 아이들은 

올바른 행동에 보상(칭찬, 포옹, 아이스크림, 미트 쿠키 등)을 받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대개는 기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일상 

업무가 쉬운 일이라면 더 이상 보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을 위해 보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양들을 올바른 

들판으로 몰고갔을 때에만 미트 쿠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결과(예를 들어, 높은 성적)는 속임수인 경우가 많지만, 바람직한 

행동(예를 들어, 숙제 하기)을 속이기란 대개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여전히 가능한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한 마디나 

포옹이면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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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기반은 원래의 4I 모델에 내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 옵션이 다른 항목들과는 

다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5I 모델이 내가 만든 멋진 창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벽을 제거할까요? 

변화 계획이 환경의 벽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로막고 바람직한 행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또는 디지털 기반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벽을 제거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벽을 놓는 것이 적절한 대안일 때도 있습니다.) 

• 내 고향인 로테르담에서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피하려고 지름길을 

사용하곤 했고, 그 과정에서 멀쩡한 잔디밭이 망가졌습니다. 정부는 도로 

경계석을 높이 올리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높이는 거의 0.5m에 이릅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운전 솜씨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정비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표지판을 놓아둘까요?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만으로도 사람들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놓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약간의 시각적 관리 

기법을 적용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스키폴 공항은 멋지고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공항입니다 (그림 20). 표지판, 스크린, 에스컬레이터, 통로, 그 밖의 시각적 

또는 물리적 사물이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거의 자동으로 내가 가야 할 

게이트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상점에 들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로 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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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스키폴 공항20 

변화 에이전트는 환경을 살펴보고 어디에 있는 벽을 없앨지, 그리고 어디에 

표지판을 놓아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벽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제도 

많은 조직(또는 사회) 문제는 규칙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규칙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에 대한 내 태도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조직화 하는 사람과 팀은 자기만을 최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또는 사회)을 전체로 바라보는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지만, 숨막힐 것 같은 통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의 형태를 생각해내도록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20 © Chen Zhao, “Amsterdam Schiphol Airport”,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CC BY 

2.0), http://www.flickr.com/photos/livepine/269789945/ 

http://www.flickr.com/photos/livepine/26978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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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바람직한 행동과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 

규칙을 정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우리 조직에 스크럼을 도입한 이후, 여러 팀의 스크럼 마스터가 

정기적으로 모여 규칙과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상세히 

정의하는 데 관리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뿐이었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완벽하게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관리는 학습 공동체 또는 기타 비공식 구조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 그 자체에 집착하는 통제를 가능하면 오랫동안 막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아주 행복할 겁니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자기 조직화는 언제나 경계 안에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기 조직화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행동 대신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 어떻게 정보를 발산할까요? 

• 어떻게 소통을 쉽게 만들까요? 

• 집단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 어떻게 동료 압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 

• 어떤 벽을 제거할까요? 

• 어떤 표지판을 놓아둘까요? 

• 누가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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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훌륭한 관리란 모든 사람들이 덤벼들어 처리하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문제와 

그 문제의 건설적 해결책을 만드는 기술이다. 

폴 호큰Paul Hawken, 미국 환경운동가 (1946) 

사람들이 정말로 내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언제나 내 대답은 조직 문화를 직접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기업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이 바뀐 

행동들로 인해서 집단 전체가 이익을 보고 난 후, 사람들이 이 새로운 

행동과 개선된 성과 사이에 어떤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바뀐다. 

 

- 존 P. 코터John P. Kotter,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 [Kotter 1996] 

이 책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와와를 놀리지 말라고 팀원들을 설득하는 작은 변화 계획이든, 

아니면 치와와를 좀 더 진지하게 대해 달라고 전세계에 알리는 큰 변화 계획이든, 

변화 관리 3.0 모델은 똑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거의 모든 

종류의 변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매번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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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관리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Fearless 

Change: Patterns for Introducing New Ideas』 [Manns, Rising 2005]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변화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미샤 람세이어는 개시자/기폭자만 변화 관리 3.0 슈퍼 모델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책은 조직을 위한 자세한 

안내서가 아니라, 변화 에이전트가 빠르게 참조하는 커닝 페이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일상 업무를 하면서 모델을 훌륭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요. 

변화 관리 

매니지먼트 3.0과 스투스 네트워크와 같은 계획을 통해 나는 전세계 관리자들이 

그들의 조직을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학습 네트워크로 

관리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스템과 춤을 

적어도 그것은 나의 목표입니다. 홀푸드Whole Foods, W.L. 고어W.L. Gore, 셈코Semco,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Southwest Airlines, 하이얼Haier 등과 같은 많은 현대 조직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매니지먼트 3.0 교육은 관리자가 조직을 현대화 할 때 

밟아야 하는 결정적 실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나는 그 방안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는 바로 

지금이 조직 변화를 시작하기에 훌륭한 때와 장소라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다행히도 소셜 미디어와 바쁜 여행 덕분에, 세상을 바꾸려는 나의 작은 시도에 

(기대했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 수도 셀 수 있고, 내 책을 구매한 사람 수도 셀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피드백을 이용해서 결과를 가속화하는 일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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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관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좀 더 의사소통을 잘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니지먼트 3.0 같은 방식으로, 내 교육, 내 

사업,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보인 모범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관리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긴급하면서도 바람직한 일로 

만드는 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나는 

델리게이션 포커[Appelo 2011b], 무빙 모티베이터[Appelo 2011c]와 같은 기법과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더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습이 쉽게 단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바람직한 관리 행동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많은 조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네트워크에 자극을 

2010 년 10 월, 직장을 그만 두고 조직 변화라는 대의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투스 모임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변화 에이전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더 좋은 관리는 리카르도 셈러Ricardo 

Semler(셈코), 빌 고어Bill Gore(W.L. 고어), 허브 켈러Herb Kelleher(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존 매키John Mackey(홀푸드), 장 루이민Zhang Ruimin(하이얼)과 같은 혁신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자를 뒤따르며, 책, 블로그, 콘퍼런스 대화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시작한 (저자와 연사를 포함한) 초기 

수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MBA, 경영자 협회, 리더십 연구소, 정부 

등에서 우리 편에 설 리더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기꺼이 더 좋은 대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전기 

다수수용자에 속하는 관리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리 방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후기 

다수수용자들은 저항을 시작하겠지만, 나는 이미 회의론자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간신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퇴보 문제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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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변화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고, 전세계 변화 수용 곡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성공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발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글로 쓰고, 

발표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콘퍼런스 주최자들을 몰래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행사가 아이디어 교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는 

관리자의 집단 정체성과 현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정보 

관리 네트워크의 동료 압력입니다. 관리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상도 

관리자에게 장려해야 하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벽과 표지판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세상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사회 표준이나 규칙을 정의하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 이것은 변화 관리에 대한 나의 도전입니다. 내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려고 하나요? 제게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이 책에서 요약했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잊지 마세요. 나는 그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노력에 아주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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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변화 에이전트 게임 

기술을 갈고 닦거나 동료와 변화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변화 에이전트가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습이 있습니다. 이 실습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anagement30.com/product/change-management-game/ 

실습은 이 책에 있는 3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접 경험한 것이든 다른 곳에서 들은 것이든, 성공적인 변화 이야기를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질문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실습을 다운로드해서 훌륭한 변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management30.com/product/change-management-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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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매니지먼트 3.0 책 

애자일 관리는 애자일에서도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애자일 개발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는 적어도 몇 백 권의 책이 있지만, 

애자일 관리자와 리더를 위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용할 

때, 개발자와 프로젝트 관리자만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관리자와 팀 리더 

또한 조직을 이끌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자는 21세기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애자일을 활용할 수 있을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관리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책은 복잡성 이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과학 분야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절반은 이론, 절반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자일해지고 싶은 관리자, 

관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애자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Management 3.0: Leading Agile Developers, Developing Agile Leaders』은 

위르헌 아펄로가 썼으며, 애디슨 웨슬리Addison Wesley 출판사의 마이크 콘 시그니처 

시리즈Mike Cohn Signature Series로 출간되었습니다. 

https://management30.com/ 

https://management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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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매니지먼트 3.0 교육 

기간 

2일 과정 

주요 대상 

매니지먼트 3.0 교육은 애자일해지고 싶은 리더 및 관리자, 그리고 훌륭한 팀 

리더나 일선 관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애자일을 실무에 적용해 

본 경험은 없어도 되지만, 애자일의 원칙과 방법에 익숙하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 교육에는 팀 리더 (15%), 개발 관리자 (15%), 애자일 코치 (15%), 스크럼 마스터 

(15%), 프로젝트 관리자 (10%), 제품 책임자 (10%), 개발자 및 테스터 (10%), 최고 

경영진 (10%)이 주로 참여합니다. 

주제 

• 애자일 개발 

• 복잡성 사고 

•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방법 

• 팀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법 

• 제약을 조정하는 방법 

•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 구조를 성장시키는 방법 

• 무엇이든 개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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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실습 

8가지 각각의 주제 별로 대여섯 명이 연습해볼 수 있는 게임이나 실습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때로는 서로에게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모두 함께 한 

명의 관리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모든 실습을 보고와 토론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다 함께 논의할 질문과 경험을 꺼낼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https://management30.com/events/ 

 

https://management30.com/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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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스투스 네트워크 

오늘날 조직의 리더십을 성찰해보면, 다소 혼란스러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은 고객을 

기쁘게 해주기보다 주가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식 노동자는 

그들을 관리하는 상사에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현재의 경제 

위기, 불평등의 증가, 파산, 그리고 광범위한 환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2012 년 1 월, 스위스 스투스에서 

고위 경영진, 비즈니스 전략가, 

관리자, 학자, 린-애자일 개발 

실천가를 포함하여 4 개 대륙에서 

온 21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의 

공통적 특징 중 일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은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학습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며, 리더는 기계 관리자가 아닌 삶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링크드인 그룹에 

참여하고 트위터에 #stoos 해시태그를 붙이면 대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합시다. 

http://www.stoosnetwork.org/

http://www.stoos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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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애자일 린 유럽 네트워크 

애자일 린 유럽 (ALE) 네트워크는 지역 커뮤니티 및 기관과의 연계성을 갖춘, 

개방적이며 진화하는 (기업체가 아닌)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애자일 및 린 사고 아이디어를 퍼뜨리고 집단 기억을 

성장시킴으로써 유럽 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가진 흥미로운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 ALE는 유럽의 애자일 및 린 사상가와 활동가들의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http://alenetwork.eu/ 

http://alenetwork.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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