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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습관
Winning Habit

1. 두번의정독

‘이기는습관’이라는제목을보면언뜻두가지의

미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겨

본 사람이 이긴다. 또 하나는, 이기기 위해서는 갖춰

야 할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좀 더 제목에 해 깊

이 생각해 보았다. ‘습관’을 심리학에서는‘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

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는‘습관약자연’(習慣若自然)’즉‘타고난 천성과 같

이되는것을말한다’라고가르치고있다.

사람은누구나자신만의독특한습관이있고, 그것

은 천성 또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 진다. 지금 자신의

습관에이책의저자가말한‘이기는습관’을더한다

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생각된다. 그래서이책을두번읽은것이다.

2. 땀냄새나는경험을간접체험하다.

이 책의 저자, 전옥표씨는 삼성전자에서 십수년동

안 마케팅 활동을 현장에서 해왔던 분이다. 믿음이

가는 화려한 경력은 물론 이 책 곳곳에 저자가 실제

체험한 사례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책을 쓰기 위

한 비현실적인 사례 또는 널리 알려진 외국의 유명

한 사례보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례라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 혹이나 이 을

보시는기술사분들이이런생각을가질수도있다.

‘기술자이니까, 남한테 물건 팔 일도 없고, 나의

전문성만키워나가면되겠지…’

필자도 처음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책을 읽으면서 기술자로서 자기분야의 기술과

지식은 기본이고 여기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책에서는 22

가지의 이기는 습관에 해 말하고 있다. 그 중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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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에 우리 기술자들이 새겨 들을만한 것 3

가지정도를정리해보았다.

3. 고통이 따른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걸어라

‘혁신’(革新)이란 한자의 뜻을 그 로 옮기면

‘가죽을벗겨새로운것을만드는것’입니다. 그

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최고가치 기준을‘매출목표

달성’에서 고객만족도’로 확 바꾼 후 기업의 신

뢰도는 물론 매출도 크게 향상 되었단다. 그 때

느낀 경험으로 저자는 창조와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절차를 제시한다. ‘발견, 주시, 판단, 선택,

실행’이그것이다.

4. 목표는원 하게, 평가는냉혹하게

‘5%성장은 불가능해도 30%성장은 가능하

다.’사실 필자는 이 말을 신문에서도 본 적이

있다. 한민국 샐러리맨의 신화적 인물인 전

(前)LG전자 CEO 김쌍수씨(현재는 한국전력공

사CEO) 관련기사 던것으로기억한다.

자신이 CEO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진실

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원칙

이다.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5%를 바

꾸려는 목표보다는, 30%를 바꾸려는 목표를 세

우면 그만큼 더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달성

했는지 공정하게 측정하고 냉혹하게 평가를 해

야한다.

5.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은

큰일을이룬다.

저자는 22가지의 이기는 습관 중‘집요함’을

가장중요하게여기고있다고말하고있다.

일본의 한 세일즈맨은 117번을 방문해서 고객

을 얻었고, 그런 집요함으로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다고 한다. 굳이 책에서 언급한 사례를 들

지 않더라고 부분의 사람들도 한두 번은 집요

함의위력을경험했을것이다.

6. 마무리하면서....

저자가말한22가지의이기는습관은사실필

자나 이 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나 모르는 것

은아니다.

그러나 굳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망각하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기술사 분들에게

한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22가지

의 이기는 습관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체득하여 자신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3가지 정도

는 체득하고 습관화 하려고 평상시에 노력하

고 있다.

요즘같은 무한경쟁시 에 이기는 습관을 체

득하고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오더라

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남들보다 한발

더나갈수있는기회로만들수있을것이다.

끝으로 오프라인으로 듣는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도 매우 흥미로웠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 여러분에게도 이로

운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술사 교육

(CPD)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

사가되시길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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