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가 된다는 것 

처음엔 다 초보다 

 

 

 

 

 

 

 

 

 

 

 

 

관리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성적 접근을 통한 경영

학이란 분야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

들을 이끄는 모든 행위가 관리다. 직장인 대부분은 관리한다는 주체적

인 환경보다 관리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사축 일기',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라는 책처럼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주체

적인 직장이니 아닌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바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밥벌이의 수단이 된 기업과 조직이란 틀이 우리가 관리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관리의 대상이 사물이라면 쉽다. 대부분이 숫자를 세는 일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일

이라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관리라는 표현이 적

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십(Leadership)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

하는 것도 당연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어째던 관리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

각하게 된다. 물론 그중에 많은 내용들은 또한 남들이 이야기하고 책

에서 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 취한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해 본 

것도 있다. 

 

 

  1. 듣는 사람이며 동시에 방향을 열어주는 사람 

    - 관리자라고 하면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도 

목표라는 방향 때문에 중요하다.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에 나

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

분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도와줘야 함께 하는 방향이 열리기 때문이다. 

 

 

 2.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을 맞

추는 사람 

   - 관리자의 인사평가권이란 권력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하

지만 사람이 따르는 힘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권력이 갖고 있는 힘과 



한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하

는 것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무엇

보다 내가 속한 조직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란 전제에서 말이다. 결과

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피평가

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과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저 점수를 매기고 불이익과 이익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평가관리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직책은 그럴지 모르지만 관리자의 품

격은 낮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사회와 조직이 되는 것이 진

일보된 것이라 생각한다. 

 

 

 3. 대답하나 한 가지로 한정하지 않는 사람 

  - 나는 내가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다. 지금도 내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주장이 강하기

도 하다. 과거와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내가 듣는 이야기들이 허무맹

랑한 것도 있지만, 다른 관점, 사사로운 마음으로 보는 좁은 견해, 하

기 싫은 것을 못한다고 하는 소심한 변명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안목을 넓히고, 사사로움에 공동체의 

필요성과 헌신을 조금 더해주고, 하기 싫은 것을 대하며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거나 서로 목표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다른 

부분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이끌려고 한다면 소란하기만 하다. 왜냐

하면 똑같은 놈들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는 노력이기 때문

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여기

가 정상이다. 한 가지로만 한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좋은 생

각을 얻을 기회와 가능성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

다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는 on time

을 놓치는 것을 모른 체 세월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

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롭게 직책을 맡은 사람들과 오늘은 그

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또한 나의 소중한 동료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을 말하고 듣는 자리가 선임 관리자로써 즐겁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직의 위치, 역할, 책임과 같은 거창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뜻과 

의미를 잘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타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나를 바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시 돌아본다면 스스로 사사로운지,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마음

의 저울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잘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저울이 잘 작

동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때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의 

실수와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좋은 관

리자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두렵고 책임회피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쁜 

관리자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의사결정을 남에 미루는 사람은 비겁한 

관리자이다. 틀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낫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옳은 결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