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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내라
글 | 조영호 아주대 교수(choyho@ajou.ac.kr)

통의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 없다. 그냥 보통으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다. 잘 되고 있을 때는

보

리더가 필요 없다.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때는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고 룰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앞이 캄캄한 암흑의 시대, 앞이 막막한 불확실성의 시대
에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변화를 인도하는 사람
이다. 역사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는 데도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다. 하나는 결점기반 접근(Deficit-based
Approach)이다. 이는 현재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이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에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중 어디에 문
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와 전
혀 다른 접근이 있다. 강점기반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이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
제나 결점이 아니라, 강점과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살려 나가는 긍정적 방법이다. 우리가 남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고, 잘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살려 나가는 방법인 것이다.
의사결정론은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의 기반이다.
우리는 그간의 교육을 통해 강점기반이 아닌 결점기반 접근에 익숙해져 있다. 자신의 문제를 적나
라하게 파헤치고 좋은 방법을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에서 배워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결국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우리의 결점을 아무리 파헤친다고 해도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선진방법을 아무리 시도
한다고 해도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체를 못 쓰는 장애우가 있다고 하자. 문제가 무엇인가? 하체
를 못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의족을 달고, 전동차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하체가 성한 사람을 당해 낼 수가 없다.
관점을 바꾸어 보자. 하체를 못 쓰는 장애우의 강점이 무엇인가? 그는 상체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그 튼튼한 상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팔씨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탁구선수도 될 수 있고, 휠
체어 마라토너도 될 수 있다. 강점기반의 긍정적 접근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변화에 대한 저항
을 줄여주며, 내부의 갈등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준다. 변화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는 긍정적인 지도자다. 남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며, 남들
이 문제점만 분석할 때, 강점을 발굴하는 사람이며, 남들이 실패담을 거론할 때 성공스토리를 찾아 전
파하는 사람이다.

조영호 아주대 교수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조영호 교수는 아주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제3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사람을 위한 조직관리》
《청개구리 기업문화》
《가슴을 뛰게 하는 비즈니스 명장면23》
등을 출간했다.

22 __

월간H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