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나 삶에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조직이나 삶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패하기 다반사이다. 기존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습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
적인 결심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물며 개인적인 변화 또한 이렇게 어려울진데 여러 명이 모인 조직의 변화는 얼
마나 어렵겠는가?
개인과 조직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개인의 경우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포기하는 순간 이 같
은 결의는 물거품이 되기 쉽상이다. 조직의 변화는 이와 정반대이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한번 시도하
면 쉽게 포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과 조직 모두 변화를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 실패하기 쉽상이다.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해
조금씩 포복을 늘려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이다. 비싼 돈을 주
고 컨설팅을 받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짧은 기간에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직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때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조직 속에서 변화에 목말라하는 사람을 찾
아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준다면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한 변화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변화에 성공하려면 하루 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변화를 만들어 갈 경우 쉽게 지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울 경우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거창한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목표는 가지지
만 이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현 시점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을 먼저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것이다. 중간에 힘들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 내가 하고자하는 최종 목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한번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네들이 그런 성공을 맛보는 이유는 그 이면에 꾸준히 노력
한 결과물이 있는 것이다.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변화도 결과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집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자.
나 또한 지치고 힘들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그냥 쉬자. 아무런 시도도 하지 말고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쉬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싶은 열
정이 살아날 것이다. 그 때 다시 움직이자. 작은 보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