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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우연에 대한 혐오

: 2006년 9월 2일 196회차 로또 1층 추첨 결과- 35,36,37,41,44,45

(이 번호로도 15명의 1등 당첨자 배출)

: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결과를 참지 못함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임

☞ 9∙11 테러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때로는

거부감을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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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할 수 없어서 우연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경우

: 취업 준비 대학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도 우연을 참지 못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음

: 수입, 안정성, 교육 및 복리후생 등이 중소기업보다 나을 뿐 아니라 오

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우연적

일 것이라는 생각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연을 싫어하는 경우

: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조직이 우연적으로 운영되

는 상황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자신의 통제권을 사용해 ‘군기’를 잡거나 운영체계를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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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함과 자유분방함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

합실에서 허비한 사람”이라고 비꼼(경제학자 헤르베르트 기어슈)

 우연은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위험(*단선적인 사고방식)

: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통제를 지나치게 가하면 오히려 더 비율적

: 조직 운영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생각의 다양성과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우연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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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ENDIPITY(세렌디피티)는 창발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

: 학사학위소지자인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의 ’02년 노벨 화학상 수상

- ‘탈리이온화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질량분석법과 핵자기공명 분광법도

: 벤젠(BENZENE)의 화학구조를 고민하던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졸다가 꿈 속

에서 뱀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고 벤젠의 고리 구조

를 발견했음

☞ 우연의 결과

 살아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능력

: 부분(하위계층)에서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전체(상위계층)에서 갑작스럽게

불쑥 나타나는 현상

(예.) 아프리카의 버섯흰개미는 4미터의 탑형 둥지를 건설, 애벌레에게 먹일

버섯을 재배하는 등 개개의 개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발휘

: 국제사회, 지역사회, 기업, 학교, 동호회 등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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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춘지의 근무여건이 가장 좋은 100대 기업

: 구글과 지넨텍(’06년 1위와 2위)

- 직장은 일하는 장소 이상의 즐거운 놀이터

 미국의 백화점 노드스트롬

“… 우리 직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판

단이라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

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윗사람에게 물어보세요…”

☞ 직원의 자율성을 보장, 자율성 위에 꽃피는 창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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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을 수용하고 그 우연으로부터 세렌디피티를 이끌어 내는 것,

바로 창발적 경영을 이끄는 리더십의 시작

: 자유에는 반드시 자율이 전제되어야 함

자율(autonomy)은 규정 또는 규칙(rule)에 의한 조직 운영과는 다르다!

: 지속적인 조직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움과 통제 사이, 불확실성과 확실성 사이, 우연과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무게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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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은 ‘방치한다’는 의미의 ‘방임’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