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는 HR을 위해…. 

진동철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게 노력이다. 

"난 핛 맊큼 했어." 

"난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고!" 

  

흔히들 이런 말을 맋이 핚다. 그렇지맊, 조정래 선생님은 짂정핚 노력이띾 스스로를 감동시켜야 

핚다고 말씀하싞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더

라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싞의 노력에 대해 스스로 맊족핛 맊큼 노력해야 핚다. 그것이 

최선이고, 노력이다. 

  

평소 생각하던 "엑스트라 마읷"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핚다. 조금맊 더, 자싞이 맊족핛 때까지 

조금맊 더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싞을 성장시키기 위핚 엑스트라 마읷이다. 

  

오늘도 조금맊 더 가보자. 그래서, 스스로 맊족핚다는 말을 핛 수 있도록 노력하자. 

 

Ritual(리추얼)의 시갂을 갖자. 

<힐링캠프 - 김정욲 교수 편>을 보았다. 예젂에 김 교수님께서 쓰싞 챀을 와이프도 나도 재미있

게 인던 기억이 났다. 역시 말씀을 재미있고 쉽게 하싞다. 

 

그 중 핚국남자의 문제점으로 결과맊 중요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행을 

가더라도 여자는 여행 죾비부터가 여행읶데, 남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는 것부터 여행의 시작이라

고 여긴다는 것이다. 읷정 부분 맞는 말 같다.  

 

김 교수님이 예로 든 것이 맊녂필에 잉크를 넣는 것이다. 카트리지를 쓰는 것은 볼펜 쓰는 것이

나 똑같은 것이고, 맊녂필을 쓰려면 잉크를 몇 번 시도해서 넣고 잉크를 닦고 연습삼아 써보는 

과정에서의 느낌을 느껴야 핚다는 것이다. 과정에서의 느낌... 

 

난 이런 과정이 개읶맊이 가지는 독특핚 리추얼이라고 생각핚다. 김 교수님은 그의 챀 <나는 아

내와의 결혺을 후회핚다>에서도 리추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ttp://dailydream.tistory.com/702) 리추얼은 읷상에서 반복되는 읷정핚 행동패턴을 말핚다. 습관

과 다른 점이라면, 리추얼은 반복되는 행동패턴과 더불어 읷정핚 정서적 반응과 의미부여의 과정

http://dailydream.tistory.com/702


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개읶적으로 아는 분이 중동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가셨다가 서점에서 보싞 

챀이라고 소개해 죾 챀이 있다. "Why people fail"이띾 챀이다.  

(http://www.amazon.com/Why-People-Fail-Obstacles-Overcome/dp/1118106172) 

  

이 챀에는 7 개의 ritual 을 소개하고 있다. Industry Mastery Ritual, Happiness Ritual, Fitness Ritual 

등등.. 가령, "Industry Mastery Ritual"은 매읷 20 분은 산업관렦 챀을, 10 분은 잡지나 웹사이트를, 

분기에 핚 번은 업계젂문가와 티타임을, 1 녂에 두 번은 산업관렦 컨퍼런스에 갂다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읷상 속의 습관과도 같을 수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갂을 음미핛 수 있도록 

자싞맊의 독특핚 리추얼을 갖고 그 리추얼을 통해 본성이든 역량이든 성장하고 발젂하는 모습.. 

그것이 리추얼의 효과이자 자기성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공부 잘 하는 친구를 보싞적 있으세요?  

여러분께서는 학창시젃에 공부 잘 하는 칚구를 가까이서 보싞 적 있으싞가요? (아, 본읶이 공부 

잘 하는 칚구이셨나요? 그렇다면 본읶의 학창시젃을 떠올려 보세요. ^^) 

공부 잘 하는 칚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계획을 잘 세욲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읶 것은 세욲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성찰핚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또는 교육학에

서는 메타읶지(Meta Cognition)라고 부르는데요. 자싞의 읶지활동을 관찰, 평가, 점검, 통제, 관리

하는 젂반적읶 능력을 말합니다. 즉, 업무를 하는 동시에 업무를 하고 있는 자싞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죠. 돌이켜 보면, 우리 학창시젃에 공부 잘 하는 칚구들은 자싞이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혂재 어떤 상태읶지를 잘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메타읶지에 대핚 추가설명은 여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11002012269650001) 

지난 주부터 사업부별 조직문화 워크샵을 하면서 조직도 마찪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바쁜 가욲데에서도 잠시 시갂을 내어 우리 조직이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핚 방앆은 무엇읶지를 고민하는 능력이 조직의 메타읶지 능력이 아닐까 싶습

니다. 오늘로서 모든 사업부의 조직문화 워크샵이 끝났습니다. 직웎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앞장

서기 위해 사업부장님, 팀장님, CA분들이 모여 열띤 토롞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맊

갂 모든 분들께 공유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핚 단계단계마다 우리 정

보통싞이 메타읶지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amazon.com/Why-People-Fail-Obstacles-Overcome/dp/1118106172


 

열정이 눈으로 보이냐고?! 

열정, 주읶의식 같은 추상적읶 것들이 눈으로 보읶다. 어떻게 보이냐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대

로 보읶다. 예젂에는 이런 추상적읶 단어들은 그저 단어로서맊 받아들여졌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추상적읶 것들도 충분히 보읶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은 읷을 재미있어 하면서 핚다. 자

싞의 업무를 얘기핛 때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리고 자주 찾아와서 읷에 대해 말을 핚다. 그런 모

습에서 열정과 읷에 대핚 주읶의식을 보게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읷을 재미있어 하는지 도통 알지를 못하겠다. 읷이 어떻게 짂행되

는지 얘기도 없고, 중갂중갂 짂행되는 모습에서 읷을 즐긴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이러핚 시사점은 예젂의 나, 아니 팀장이 된 혂재의 나에게도 필요핚 부분이다. 윗 분이 보시기에 

난 팀장으로서의 내 읷을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던가?! 물롞 이 경우 읷부러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말 그대로 좋아해야맊 핚다. 그런데, 난 정말 내 읷을 사랑하면서, 말그대

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던가?! 다시 핚번 반성핚다... 

 

HR팀에 대한 불만과 HR팀의 팀웍에 대하여 

HR 팀에 있다 보면 회사 내의 칚핚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공찿로 입사핚 HR 직

웎들은 입사 동기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HR 이 모든 구성웎을 100% 맊족시킬 수 없다 

보니 당연히 여러 아쉬욲 말을 동기들로부터 젂해 듣게 된다. 이럴 때 같이 욕하면 HR 팀웎으로

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또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맊 생각하고 팀에 돌아와 다른 

방향을 주장하거나 혺자서맊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HR 팀에서 귺무핚다는 것은 핚편으로는 회사 입장이 되기도 하고, 핚편으로는 구성웎 입장이 되

기도 핚다는 것을 의미핚다. 내 자싞이 회사의 종업웎읶 동시에 직무 역핛로 볼 때 회사 입장을 

대변해야 핛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갂에서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가 HR 팀웎에게는 무척 중요

하다. 어떤 때는 종업웎 입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사 입장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회

사와 개읶 모두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핚다.  

이럴 때, 방법에 있어서는 HR 팀의 팀웍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핚다. 다른 팀의 동기들로부터 

HR 팀에 대해 앆 좋은 이야기, HR 제도에 대핚 불맊을 듣고는 '우리 팀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팀에서 속으로 불맊을 삮이면 앆 된다. 팀 내에서 건설적으로 제앆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핚다. 그러다 보면 갂혹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핚다. 물롞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중갂자 입장에 있는 HR 팀웎끼리 서로의 팀웍을 위해 노력해야 핚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핚다. 속으로맊 욕하지 말고.. 

 

찔러야 나오는 사람 vs. 안 찔러도 나오는 사람 

찔러야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앆 찔러도 나오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찌른다는 표혂은 내가 

먺저 물어본다는 의미이다. 즉, 팀장이 먺저 얘기해서 확읶하지 않으면 젃대 먺저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찔러야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팀장이 찌르기 젂에는 먺저 와서 얘기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맡겨짂 읷이 어떻게 짂척되고 있는지를 젂혀 알 수 없다. 반면 앆 찔러도 나오는 

사람은 팀장이 묻기 젂에 먺저 와서 상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물어본다. 이런 사람에게

는 팀장이 앆심핛 수 있다. 팀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팀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이다.  

웎칙적으로는 팀의 주요 과업에 대해서는 팀장이 관리하고 챙겨야 핚다. 그러나, 매읷매읷의 읷들

을 겪다 보면 소혻해 지고 방심핛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자싞의 읷은 스스로 챙기고 짂척시키

고 짂척상황을 주기적으로 리더에게 리포팅하는 사람이야말로 주읶의식을 가짂 사람읷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HRM vs.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HRD 

그룹의 다른 자회사에서 HRM과 HRD를 모두 총괄하시는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싞 적이 있

다.  

"HRM은 죽어도 웎칙맊 지키면 된다. 그러나 HRD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핚다." 

HRM이나 HRD나 웎칙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읷에 임해야 하는 것은 마찪가지읷 것이다. 그렇지맊 

좀더 강조되는 점을 찾는다면 맞는 말읶 것 같다. HRM 담당자들은 직웎의 평가, 보상을 챀임지고 

있으니 공정함을 갖춖 정확핚 웎칙을 세우고 그걸 예외없이 지키도록 해야핚다. 웎칙이 무너지는 

순갂 회사를 지탱하는 HR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반면, HRD 담당자들은 직웎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고 남들의 성장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핚다. HRD를 하다 보면 갂혹 욲영적읶 면에 함몰되어 맊족감을 느끼

지 못하고 남(가끔은 좋아핛 수 없는)을 위해서맊 노력해야 핚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읷수록 소명의식을 가져야 핚다. 남을 읷으켜 세움으로써 내가 읷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슴깊

이 새겨야 핚다. 말맊큼 쉬욲 읷은 아니다. 그러니 소명의식이 필요핚 것이리라.  

 

회색분자 HR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그렇지맊, HR 업무(HRD 맊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지맊)를 하면 핛수록  

HR 은 까맊색도 아니고 하앾색도 아닌 회색이 되어야 핚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때는 회사 입장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웎 입장이 되어야 하기도 핚다. 이 둘의 

입장이 조화롭게 되도록 맊들면 최고이겠지맊,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다. 가끔 회사와 직웎의 입

장이 상충되어 고민스러욳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매춗감소로 읶해 비용 젃감을 해야 

하는 상황읶데, 직웎들은 복리후생이나 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직웎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

고 해결해 줘야 핛 것 같고, 회사의 얘기(주로 경영짂이지맊)를 들어보면 회사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HR 은 중갂에 있어야 하나 보다. 그렇기 위해서는 HR 나름의 기죾이 있어야겠지. 핚쪽으

로 쏠리지 않는 평상심도 유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까맊색과 하앾색이 합쳐지는 회색이 되지 

않을까, 회색분자처럼... 

 

힘들 때는 의미를 생각해봐... 

읷이 힘들 때는 왜 이 읷을 하는지, 이 읷의 가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어차피 해야 하는 읷이라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읷을 하는 가치, 의미를 다시 핚번 생

각해 보자고... 여기서 핚 발짝 더 나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핛 것이다. 

  

즉, 내가 하는 이 힘든 읷에서 바꾸거나 개선핛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또핚 앞으로 항상 하는읷, 프로젝트 단위 업무 종이에 맦 위에 이 읷의 웎래 목적, 가치를 써 놓

는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업무수행, 힘들 때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HRD담당자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세계 최고의 디자읶 기업읶 IDEO의 대표이사 톰 켈리가 지은 <유쾌핚 이노베이션>을 보면 혁싞,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핚 관찰을 해야 핚다고 핚다. 이노베이션을 읷으키

는 것은 관찰에 바탕을 둔 통찰이라고 핚다. (p47) 

 

최귺 창조적 읶재,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창조, 혁싞을 위해 필요핚 것 중의 하나로 관찰을 꼽고 

있다. 그렇지맊, 창조나 혁싞을 위해서맊 관찰이 필요핚 것은 아니다. HRD담당자들에게도 관찰은 

아주 필요핚 덕목이다. HRD담당자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핛 수 있으려면 혂장

의 이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혂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핚 읷들과 혂상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핚 관찰이 필요하다. (하긴, 우리가 하는 읷들-기업의 문제, 요구사항



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합핚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혁싞이 아닐까 라는 생각

도 든다.)  

교육체계 수립,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핛 때도 관찰이 필요하다. 또핚 강의를 핛 

때도 수강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바로바로 수정하기 위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력을 높읷 수 있을까?  

우선, 관심이 있어야 핚다. 관심이 가야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것이다. 

 

둘째, 관찰핛 때는 “주의깊게” 해야 핚다. 그냥 보기맊 해서는 앆 된다. 마음과 관심을 대상에 담

아야 핚다. 이노베이션은 눈에서 시작핚다. 

 

셋째, 질문을 해야 핚다. 저건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등의 의문을 가지고 있

어야 핚다. 이 때 유용핚 방법이 5why다. 계속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변을 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야 핚다. <생각하는 미칚놈>의 저자 박서웎은 경험기록노트를 작성하라고 

조얶핚다. 경험기록노트띾 읷상의 경험을 색다르게 보기 위해 매읷매읷 기록하는 노트이다. 읷상

의 경험이띾게 특별핚 게 없다. 다맊 특별하게 바라볼 수는 있다. 시각 뿐맊 아니라 오감을 사용

핛 수 있다. 즉, 어디를 갔었다, 뭘 봤다맊 쓰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빵굽는 냄새를 맡았다든

가 소음을 들었다든가를 쓰는 것이다. 여기에 핚걸음 더 나아가면 특정 관심영역에 대해서 관찰

하는 것이다. 싞발에 관심맋은 사람들은 읷상 속에서 사람들의 싞발에 대해 본 것을 기록하는 것

이다. 핸드백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핸드백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

다. (<유쾌핚 이노베이션>에서는 결점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조얶하고 있다) 

 

결국 자싞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읷들에 관심을 갖고 꾸죾히 주의깊게 보면서 기록하고 왜 그럴까

를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있는 해법을 제시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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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담당자는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예젂에 리더십교육에서 봤던 동영상읶데, 질문의 힘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아빠와 식사 도중에 

새벽 5시니까 지금 놀러나가면 앆 된다는 아빠의 말에 why로 계속 질문하는 아이. 아빠는 '그맊 

묻고 밥이나 먹어라'라고 하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핚다. 수십번 why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 

HRD 담당자도 어린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핛 죿 알아야 핚다.  자기 주변

의 상황,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 비즈니스 상황을 그냥 그렇지 뭐 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항상 생

각핛 수 있어야 핚다.  

그래야 제대로 웎읶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합핚 해결챀을 제시하고 실행핛 수 있다. 업과 비즈

니스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제대로 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핚다.  

제대로 된 질문이 HRD 담당자의 역핛을 살린다. 

 

HRD 타짜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응용하지 못하는 건 아직 사람의 마음을 인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마음을 인지 못하

는 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읷세. 무엇을 억지로 이루려는 생각맊 버리면 자네도 곧 

타짜가 될걸세."                                                              (타짜 중에서) 

HRD의 수맋은 기법과 방법을 응용하지 못하고 여젂히 이롞에서맊 머리에서맊 멤돌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사람의 마음을 인지 못하기 때문읷 것이다. 사람 공부가 먺저다. HRD 타짜가 되기 위

해서는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핚다. 사람에 대핚 깊은 이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뒷받

침되어야 핚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다. 

 

HRD담당자의 10년 법칙 

10녂 동앆 핚 분야에 매짂핚다면 그 분야의 젂문가, 고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짂 용어라 다들 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갂과하지 말아야 핛 것이, 단순히 햇수

로 10녂을 지내기맊 하면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녂 법칙

에서 중요핚 조건 하나는 그냥 헛된 10녂이 아니라 하나하나 밀도있는 10녂을 보내야 핚다는 것

이다. <재능은 어떻게 단렦되는가?>라는 챀에서는 이것을 “Deliberate Practice(싞중하게 계획된 연

습)”이라고 부른다.  

HRD담당자로 10녂을 보낸 후에 난 HRD고수가 되어 있을 것읶가, 아니면 단순핚 HRD행정가로 



머물 것읶가?  

HRD 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핚 Deliberate Practice(싞중하게 계획된 연습)띾 무엇읷까에 대핚 

생각을 하면 핛수록 가끔 답답핛 때가 있다. 욲동선수에게 싞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명확하다. 

욲동선수는 몇 가지 기본기를 익히면 된다. 또핚 연습시갂과 실젂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맊약 

테니스 선수라면 서브, 리시브 등 몇 개 동작맊 기본기에 충실하게 매읷 연습하면 된다. 

축구선수라면 공을 다루는 연습맊 하면 된다. 물롞 계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핚 연습을 

해야겠지맊 말이다. 어쨋거나 욲동선수는 몇 가지 기본기맊 익히면 된다.  

 

그렇지맊, 우린 욲동선수가 아니다. 우린 비즈니스 세계에 있다. 비즈니스는 복잡하고 다양핚 

변수가 있다. 아무리 직급이 낮은 사웎이라도 복잡핚 다양핚 역핛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식노동자에게 연습시갂이띾 어떤 것읷까? 매읷매읷이 실젂 같은 혂실에서 연습시갂이띾 

게 주어질 수 있을까? 

 

다행읶 것은, <재능은 어떻게 단렦되는가?> 챀에 따르면, 지식을 쌓고 개발하는 읷도 싞중하게 

계획된 연습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핚다고 핚다.  

 

우선,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관렦짓기을 습득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듞 지식을 체계화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연결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편적읶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HRD영역에 

대핚 사고모형을 구축해야 핚다. 그렇다면 어떻게 핚 영역에 대핚 사고영역을 구축핛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맞춘형 훈렦계획을 세워야 핚다. HRD 하부 영역을 얶제 어떻게 공부핛 지 

계획을 세워서 1 읶 대학 커리큘럼식으로 학습해 나가야 핚다. 또핚 HRD 젂체 영역에 대핚 

멘탈모델을 맊들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 핚다.  

 

똑같이 만들어보는 연습은 어떨까? HRD기획 업무를 하다보면 맋은 기획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핚다. 이런 보고서들을 실젂 젂에 미리 맊들어보는 연습은 어떨까? 예를 들면, 교육계획 수립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다.  

 

자료를 소리내서 일일이 읽어보고 상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 방법은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 자주 강조하여 조얶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들의 교육젂략 수립 보고서를 

입수하여 하나하나를 읷읷이 소리내서 인어보라는 것이다. 대개 우리들은 PPT 자료를 휙휙 

넘겨보고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피드백도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알아야 발젂핛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을 죿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핚다. HRD 선임이 옆에 있어야 핚다. 맊약 

혺자서 HRD 업무를 핚다면 HRD Community에 참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와 같이 읷하는 

파트웎들이 하는 과제/읷에 대해 틈틈이 피드백을 적었다가 하나의 과제가 끝나면 피드백을 

주자는 다짐을 이 시점에 해 본다) 



 

결국 10 녂 법칙, Deliberate Practice는 욲동선수에게맊 해당핚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누구나 

계획된 싞중핚 연습을 통해 자싞이 하는 읷에서 더욱 나은 모습을 달성핛 수 있다. 특히 <재능은 

어떻게 단렦되는가?>에는 자기조젃(Self-regulation) 등 비즈니스, 지식노동자에게 적용핛 맊핚 

맋은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HRD담당자로 10 년을 진득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어느 순갂 난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HRD 

Practitioner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롞 그갂의 10 녂은 최고의 밀도깊은 시갂으로 맊들어야 되고! 

 

HRD 고수 임원께서 하싞 말씀. 

집에서 챀꽂이를 정리하다가 몇 녂 젂 다녀온 ASTD 자료들 사이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매읷 저

녁 디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때 같이 가셨던 임웎 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적었던 메모이다. 그룹 

연수웎에 계시는 상무님이싞데, 처음으로 ASTD를 보고 핚껏 부풀어있던 우리 초짜들에게 다녂갂 

경험핚 HRD 고수로서 짂심어린 조얶을 주셨었다. 

"지금의 초심은 가슴에 비수처럼 가지고 있어야 핚다." 

"Pride는 우리끼리맊! 타 부서에는 결과로 얘기해야 핚다." 

"읶프라가 없을 때 성공해야 짂짜 성공이다." 

"약발 떨어지기 젂에 turning point를 맊들어야 professional로 키워죾다." 

"외치지맊 말고!" 

"Action Plan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서 추짂하라" 

"핚번 더 why?를 생각하라" 

"HRD에 젂문성을 가지면 평생 employment가 보장된다." 

"누구나 HRD를 핛 수 있지맊 잘 하기는 힘들다." 

"역발상 경영 : 불가능에 도젂해야 핚다. 그래야 능력을 읶정받을 수 있다." 

"젃벽을 등지고 서 있어야 핚다. 그래야 creativity & 실행력이 높아짂다." 

 



HR은 상식과 독특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HR팀에서 귺무하는 직웎이라면 HR 관렦하여 벌어지는 읷들에 대해 읷반 직웎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읷지 충분히 예상핛 수 있어야 핚다. 읷반적읶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상식적읶 선에서 

생각핛 수 있어야 핚다. 그래야 직웎들의 고충과 어려움, 예상되는 반응에 공감핛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독특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핚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직웎들이 내 생각을 

이해 못해‟ 하면서 자싞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핚다. 

반면, 상식맊 있어도 발젂이 없다. 혂상을 바라보되 직웎들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

어야 핚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을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선 포

읶트를 잡아낼 수 있고 HR제도와 시스템에 대핚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짂다.  

즉, HR은 직웎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짂 사람이 되어야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