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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인사

남자가 여자애들 틈에서 발레를 한다는 것

느끼게 하면서 한 평생 몰입하고 그 길을 가

가 TV 합동 토론회에서 사회자로부터 “가

은 수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리는 추운

게 만든 것은 복싱이 아니라 발레였다.

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라는

겨울, 텅 빈 체육관에서 혼자 열심히 발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장에서 할 수 있

질문을 받고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공연을 했고, 이 때 우연히 체육관을 찾았

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가수 싸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다. 한 소년이 열악

던 아버지는 빌리의 춤을 보고 빌리의 진

이가 노래한 진정한 챔피언이 바로 그런

한 환경에서도 발레리노가 되기 위한 꿈을

지한 몸짓에서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원

사람들일 것이다. “소리 지르는 네가, 음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마침내

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

루어 가는 과정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부연

빌리를 런던의 로열 발레스쿨에 진학시키

언!”

설명을 해서 이 영화가 다시금 대중들의 입

게 된다. 이후 유명한 발레리노로 성장한

지금 세상의 기업 사장들에게 감히 충언을

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가 아버지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멋있

하고자 한다. 부하 직원들이 진정한 챔피

2000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로 국내에서도

는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장면이 감명적인

언이 되게 해주고,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기리에 상영되었다.

엔딩으로 처리된다.

꿈꿔왔던 일을 하도록 권장해 달라고 감히

빌리는 영국의 한 가난한 탄광촌에서 파업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생

부탁해 본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악조건

시위에 열성인 아버지와 형, 그리고 치매

각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하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자기

증세가 있는 할머니와 살고 있다. 세상을

않아도 할 수 밖에 없는 일. 직장에서의 일

개발에 힘쓸 것이고, 언젠가는 빌리처럼

일찍 떠난 어머니가 그리운 10대 소년 빌

은 대부분 후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

멋있는 도약으로 인생의 무대 위를 신나게

리, 하지만 경제난으로 빌리의 가정에 사

고 싶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하다보면 숙달

날아다닐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랑의 온기는 점점 식어간다. 어느 날 아버

되고, 월급도 받게 되고, 또 만족해하기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지의 강권으로 권투연습을 하던 빌리는 체

한다. 그러나 후자의 일은 결코 그 일을 하

하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직무

육관 한 귀퉁이에서 실시되는 발레수업에

는 사람들에게 일체감(identification)을 주

몰입과 조직몰입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

우연히 참여하게 되고, 그 수업의 평화로

거나 몰입시키지는 못한다.

고 믿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악에 순식간에 매

직무몰입(job identification)은 사람들에게 일

할 수 있다면, 당장은 생뚱맞게 보일지 몰

료돼 버린다. 이 발레수업의 선생인 윌킨

과 자신과의 관계에 정체성을 심어주고 ‘천

라도 결국에는 개인과 조직에 모두 유익한

슨부인의 권유로 간단한 레슨을 받게 된

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빌리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은 자신이

빌리는 점점 발레의 매력에 빠져들지만 아

아버지는 빌리가 남자답게 복싱을 배워 복

일체감을 느끼고 몰입하는 일에 자기 개발

버지와 형의 단호한 반대로 발레수업은 중

서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밀어주려고

이라는 승부를 건다는 것을 사장들에게 꼭

단돼 버린다. 터프가이인 그들에게 있어

했지만, 빌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체감을

말하고 싶다.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와 대학원(경영학석사),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경영학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사)대한리더십학회 초대 회장, (사)한독경상학회
회장,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글로벌 CEO의 성공공
식』, 『인적자원관리 5.0』 등 다수가 있다.

18

월간에이치알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