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깨트린다.

몇 일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소 좀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주소와 함께 "뭐 맛있는거라도 보낼라고.."라며 했더니 맛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내왔다(친구가 커피점을 하고 있어서 커피도 같이 왔다). 정말 친한 친구가 썼다면서 편한 마음으로 읽어 보란다. 근데 책 표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기에는 어딘지 모를 거부감이 있는 책이다. 근데 표지와는 다르게 책 내용은 대화식이라 너무 가벼워 보인다. 어딘가
모르게 조화가 맞지 않는 듯하다. 아마도 나만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얼마만에 받아보는 책 선물인가? 지금까지 각 출판사로부터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은 증정본으로 많이 받았지만 친구로부터 이런 책을 받아본
경험은 정말 오래전인 듯하다. 설레임으로 책을 펴 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책은 가벼운 책이 아니었다. 책의 표지에서 느꼈던 무거움과 삶을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책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창의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책이었다. 어찌보면 무겁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대화 형식을 빌어 가볍게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가벼움이 내 마음가짐을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전하고자하는 바가 내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40여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참 창의성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냐고? 난 창의성하면 항상 예술적인 감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난 예술적인 감각이 참 무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책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피하기 위해 창의성 대신 아이디어라는 말을 통해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나와 멀게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아이디어라는 말로 바꾸는 순간 내 삶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해 거창하게만 생각했던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통해 내 삶과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순간부터 나는 이 책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은 창의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것도 있지만 모든 것(지식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이 책이 접근하고 있는 많은 방법들, 생각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애자일 프로세스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10장의 상자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는 과정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테스트 주도 개발(TDD)이
떠오른 것은 직업병 때문일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성취이기는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은 애자일과 테스트 주도 개발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계속했다(나이를 먹으면서 나에 대한 이런 최면이 나의 한계를 점점 더 넓여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역량 정의 문서를 만들 일이 있었다. 학생 전반의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을 정리해야되는 작업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두 번의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경험은 행정실에서 전달한 문서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려고 보니 생각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기고 무엇인가 연결 고리가 잘 맞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힘들더라도 문서 템플릿에 맞추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고, 몰입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제안한 문서 템플릿의 형식을 무시하고 나만의 형식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더니 생각의 흐름이 연결되면서 문제가 잘 풀려
나갔다. 이렇게 나만의 형식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 후 최종 문서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실 템플릿 문서가 내가 생각했던 흐름에서 힌트를 얻어
바뀌었으며,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바뀐 문서 템플릿으로 다시 문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경험은 앞에서 바뀐 새로운 문서 템플릿으로 역량 정의 문서를 만드는데 학생들이 졸업할 때의 최종 모습에 집중해서 생각하다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그 같은 역량을 성취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몰입하다보니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20분만에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한 가지의 실마리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어
버리는 경험을 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경험을 창의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은 이 또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한다.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동안 창의성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끊임 없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아이디어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 찾아온다.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아이디어는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은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자신감을 북돋워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너무 거창한 아이디어만 창의성이 아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것, 소중한 것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창의성의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이 모이면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작지만 큰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한다. 이 책은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인간에게 선한 아이디어를 찾는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선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 최근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좋은 책을 선물에게 근영에게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