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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이 책의 저자가 2012년에 집필한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
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언급되는 개발서 중 한 권이다. 해당 도서
는 내가 번역 일을 막 시작했을 때(두 번째 책) 우연히 맡게 된 책이다. 이번에 공교
롭게도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약 7년 만에 다시 맡게
됐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이번 책이 40여 번째 번역서다(자세하게 세어 보지 않아
서 정확하지는 않다).

이번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점은 그간 성장한 것이 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
자 역시 대학교수까지 겸임하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연륜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동안 발전한 저자의 생각 방식이나 논리적인
글의 흐름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책은 IT 서적이라 보기에는 다루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책에서 다루는 지
적 생산 기술은 IT를 넘어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기법이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이를 장기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
게 다룬다. 또한, 결정적으로 여타 IT 서적과 크게 차별화되는 것은 시간이 흘러
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 준다는 것이다. IT 기술 자체가 빠르게 변하기에
대부분의 관련 서적은 1~2년 사이에 쓸모없는 지식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x

옮긴이 머리말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이 한국의 많은 IT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이 책
도 또 다른 좋은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저자의 말대로 오랜 세월
이 지나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싱가포르에서
옮긴이 김완섭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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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하며

이 책의 목적
지적 생산 기술을 가르쳐 주는 참고 서적이 필요했다. 이 말은 내가 지적 생산 기
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추천해 줄 말한 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사이보즈에서 지적 생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10년을 매달렸다.1 업무의 일환으
로 교토대학 서머 디자인 스쿨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
르치거나, 수도대학도쿄의 비상근 강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와 관련된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쳤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모든 것
을 가르칠 수 없었다. 참고 서적을 소개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소개하면 읽지 않
는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모두 담긴 한 권의 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굳이 한 권을 추천해야 한다면 가와키타 지
로(川喜田 二郎)의 《발상법》2을 추천하지만, 이 책은 1966년에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이 가르치는 추상적인 사고방식은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방법
론은 50년 전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사람도 많다.
1

사이보즈(Cybozu)는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룹웨어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기업이 그룹웨어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직원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룹웨어가 단순한 작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는 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그룹웨어를 통한 지식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2

《발상법-창의력 개발을 위해서(発想法──創造性開発のために)》(가와키타 지로 저, 중앙공론신사, 1966). 개
정판으로 《발상법 개정-창의력 개발을 위해서(発想法 改版──創造性開発のために)》가 2017년에 출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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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 50년을 위한 책이 필요해 보였고,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
에서 이 책이 탄생했다.

2013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를 통해 배우는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3을 집
필했다.4 이 책은 출간 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언급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집
필 과정에서 지적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집필 과정에서 사용
한 기법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었다.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의 집필 시점에는 가와키타의 KJ법을 사용했다. 또한, 서
적 내용에서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해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이해해
보자’는 접근법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 목적에 주목하자’라는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대신에 ‘지적 생산 기술’에 동일한 접근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탄
생한 것이 이 책이다.

지적 생산이란?
지적 생산이란 지식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필이나
프로그래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지적 생산 기술의 기회가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새로운 지식이 높은 가치의 지적 생산을 위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프로그래밍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교과서에 나오는 코드를 단순히 복사해서
실행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을 이루
기 위해서는 예제 코드를 완전하게 이해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조합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지적 생산 기술도 마찬가지다. 책
에 있는 지식을 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
어 보아야 한다.
3
4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コーディングを支える技術)》(니시오 히로카즈 저, 김완섭 역, 비제이퍼블릭, 2013)
옮긴이

역자가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시작하며

xiii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지적 생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을 검수해 준 분
들의 몇몇 후기를 소개한다.
•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됐다
•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됐다
•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빨리 실행해 보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자기가 모르던 단점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이 언어화돼서 실제로 적
용(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감상이 주된 평이었다.
한편, 반대 의견도 있었다.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재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합할 수 없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은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와닿지 않는다면 재료(경험)
가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험은 일상을 통해 여러분 안
에 쌓여 가고 있다. 언젠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반년이 지
난 후에 다시 이 책을 읽어 보자. 분명 그동안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배워야 하나?
지적 생산 기술을 터득하려면 ‘학습 방법’에 관해 배워야 한다. 학습 방법은 추
상적이므로 먼저 프로그래밍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접근하겠다.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은 ‘정보 수집, 모델화, 검증’의 3요소를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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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엔지니어의 학습법(エンジニアの学び方)》(니시오 히로카즈 저, 기술평론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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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체험

실행
검증
응용

구체
추상

추상화/모델화/패턴 발견

학습은 정보 수집, 모델화, 검증의 반복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첫걸음은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라서 작성해 보는 기법도 자주 사용된다. 이것이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도 정보 수집을 위해 지적 생산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서의 예제 코드에 해당한다.

추상화해서 모델을 만든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거쳐 머릿속에 재료가 모였다면 다음은 ‘추상화’가 필요하
다. 추상화는 여러 구체적인 정보로부터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거나 중요한 부분
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추상화에 도움을 준다. ‘Hello,

World!로 표시되는 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작성한 코드
를 살펴보자.
Hello, world!로 표시되는 코드 ①

print("Hello, world!")
출력 결과

Hello, world!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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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코드의 출력 결과를 보면 공통 부분을 찾
아낼 수 있다. 이것이 패턴의 발견이다.
여러분이 도출해 낸 패턴

print("분명 여기에 적은 것이 표시된다")

만약 ‘Bye, world!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디를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패턴을 발견하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능력이 생
기는 것이다.
다음의 코드도 파이썬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Hello, world!로 표시되는 코드’이지
만,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면 수정할 수 없다. 출력되는 ‘Hello,

world!’와 코드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6
Hello, world!로 표시되는 코드 ②

print("". join( map( chr, [72, 101, 108, 108, 111, 44, 32, 119, 111, 114,
108, 100, 33])))

이 책에서는 지적 생산 기술을 비교해서 스스로가 지적 생산 모델을 만들 수 있
게 도움을 줄 것이다.

실행을 통해 검증한다
여기까지 패턴을 도출해서 ‘파이썬으로 Bye, world!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 부분
을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여러분이 도출해 낸 패턴

print("분명 여기에 적은 것이 표시된다")
‘Bye, world!’를 출력할 것으로 생각되는 코드

print("Bye, world!")
6 눈치가 빠른 사람은 코드 1과 코드 2를 비교해서 "". join부터 시작하는 복잡한 코드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정답이지만, 이 책은 파이썬 기술서가 아니므로 자세히 설명하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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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정말 그 방법으로 ‘Bye, world!를 출력한다’
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시도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구체적인
예에서는 시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줄로 나누어 ‘Hello, (줄바꿈) world!’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설이 맞다면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Hello, (줄바꿈) world!’를 출력할 것으로 생각되는 코드

print("Hello,
world!")

실행해 보면 구문 오류가 발생해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학습 기회’다. ‘왜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지?’ 하고 고민하므로 더 깊이 있
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머릿속
기대

현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발견했다

이 예에서는 ‘줄바꿈을 print하고 싶을 때 단순히 줄바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
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은 이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해 찾아보면7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진 코드를 발견할 수 있
다. 이 예제 코드는 ‘Hello, (줄바꿈) world!’를 출력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를 표시하기 위한 코드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
운 예제 코드를 지금까지 발견한 정보와 비교하면 패턴을 도출해서 ‘아, 이렇게
작성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7

구체적으로는 구글에서 "파이썬 줄바꿈 print" 또는 "Python linefeed print"라고 검색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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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실행을 통해 검증한다. 그
리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다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프로그래밍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즉,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지적 생산 기술의 학습 방법도
같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 비교를 통한 패턴 발견, 실행을 통한 검증을 반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8

이 책의 흐름
‘1장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배우면 될지 생각해 본

다. 즉, 암기력이 아닌, 상황에 따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이클을 반복해서 학
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학습 사이클을 반복하려면 연료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2장 동기부여를 하려면’

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욕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욕이 없는 사람들 1만 2,0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배운 것은 기억해야 한다. ‘3장 기억을 단련시키려면’에서는 뇌라는 하드웨어의 구
조 및 학습 방법과 관련된 실험 결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억 효율을 개
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책을 너무 많이 사서 책이 쌓여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4장 효율적으로 읽으려
면’에서는 독서를 중심으로 한 정보 입력의 효율 개선을 위해 속독과 느리게 읽

는 방법을 비교해 본다.
‘5장 생각을 정리하려면’은 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배운다 = 입력’이라고 생각하기
8

옮긴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는 학습 방법이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다른 언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 사이클을 통해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즉, 다른 언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

로 새로운 언어의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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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입력만이 아니라 출력해서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입력이 많
아서 지식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람은 머
릿속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복사해 줄 수 없다. 뇌 속의 지식 신경망
을 자르거나 묶고 재정렬해서 언어나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장
에서는 수많은 입력을 다른 사람에게 출력할 수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가와키타의 KJ법과 나의 집필 방법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지적 생산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
다. 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와 ‘깊이 있게 이해한다’, ‘패턴을 발견한다’에는 공

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 ‘6장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에서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서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외에도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지면이 한정돼 있다. 1장~6장에서는 ‘무엇
을 배울 것인가(what)’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배울 것인가(how)’를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how보다 what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장 무엇을 배울지
정하려면’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
모델/패턴

❺

추상화
모델화
패턴
발견
쌓아 올리는
작업

외부
정보

정보
수집

❻

구체화
언어화
문서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

실행
응용

단편적 정보
출력

❹
❸ 기억
검증
자신 이외의 (타인, 세계)의 반응

학습 사이클과 3장~6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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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집필 단계부터 많은 독자가 검수에 참여했으며, 3주에 한 장꼴로 공개하
고 수정하는 애자일(Agile) 개발 기법을 적용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검수에 참
여해 준 분들을 아래에 소개한다(존칭 생략 및 순서 의미 없음).
나카야마, 콘도, kuboon, 타로, KUBOTA Yuji, 하라다, 스즈키, 카토, 쇼지, 시
부, @windhole, hatone, 아다치, Takuya OHASHI
그리고 나의 설명을 인내심 있게 듣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안을 제안해 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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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훈(한국생산성본부)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 방안과 공부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
다. 프로그래밍 학습은 마치 목공소에서 의자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IT 측면으
로만 생각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IT뿐 아니라 동기부여 방법,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지
식의 생산이란 관점에서 아이디어의 경작  발아  성장 단계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멋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단순히 소개에만
그치는 책들이 많은데, 저자 본인이 직접 활용하여 체득한 경험이 녹아 있는 내
용으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가 깔끔하고, 실생활
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역과 다듬기가 잘 되어 있어서 옮긴이와 편
집자의 수고가 느껴지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이 책의 저자는 무언가를 배우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지식을 쌓고 확장해
가며 활용을 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
주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자의 뜻에 완전 설득당할(?) 수 있도록 곁에 두
고 계속 읽고 따라 해볼까 합니다. 매끄러운 번역으로 인해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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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재(웨이비(WAVY))
종종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봐야 실력이 느니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라고
답했습니다만 이 책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을 최대
한 빠르게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참 깔끔하고 좋네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 좋습니다. 일본어를 몰라 번역이 정
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글로 읽었을 때 평이하게 잘 읽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최용호(넥슨 코리아)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공부 방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어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난감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책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도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업
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추천합
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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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시작하며’에서 학습 사이클이 ‘정보 수집, 모델화, 검증’의 3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간
략히 소개했다. 이 장에서는 이 3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학습 사이클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내가 어떻게 학습 사이클을 생
각하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 소개하겠다.

정보 수집
체험

실행
검증
응용

구체
추상

추상화/모델화/패턴 발견

학습 사이클

‘시작하며’에서 다룬 학습 사이클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모델화해서 검증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보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세 개의 방향을 가리킨다. 정보
수집은 수평으로 뻗어가는 모습이다. 모델화는 높게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고, 검
증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다.
추상, 모델화, 패턴 발견

응용
실행
검증

구체화, 체험, 정보 수집

세 가지 요소의 세 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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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여기서는 정보를 상자에 비유해 보겠다. 정보 수집은 많은 상자를 모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정보 수집만 많이 하면 상자가 계속 옆으로 늘어날
뿐 쌓여 올라가지는 않는다.

모아서 배열한다

정보 수집 예

모델화 및 추상화
모델화 및 추상화는 상자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1 정보 수집을 통해 모은 상
자 위에 새로운 상자를 하나씩 쌓아 간다. 지지가 될 토대 없이 공중에 상자를
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 수집을 통해 모은 상자를 토대로 그 위에 상자를
쌓으므로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추상적’이란 말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고, ‘구체적’이란 말은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을 뜻한다.
토대 없이 공중에 상자를 두려고 하면 아래로 떨어진다. 추상적인 개념만 배우려
고 하면 단순히 정보를 통째로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자가 떨어진 사람
은 해당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중에 상자를 둘 수 없다

토대를 기준으로 차례로 쌓아야 한다

모델화와 추상화 예
1

우리말로는 ‘깊이 있는 이해’로 아래 방향을 의미하지만, 이 책에서는 수집한 지식이 토대가 되므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고 있다.

학습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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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쌓을 수 있는 것에는 수집한 상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집한 상자를 관찰
해서 새로운 상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상자를 만드는 작업, 즉 추상적
인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모델화’다. ‘모델’이란, 위에 쌓이는 상자와 같다.

쌓는다

모은 정보를 배열한다

모델화: 모은 정보를 배열한다. 그리고 생각을 거쳐 위에 상자를 쌓는다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문장은 이미 글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저자의 구체적인 경험
이 아닌 여러 정보가 누락된 추상적인 정보가 된다. 저자는 구체적인 예 등을 넣
어서 토대가 될 상자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
는지 모르므로 토대가 되는 상자가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생각해
서 부족한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
상자는 쌓는 도중에 무너질 수 있다. 수학적 지식은 정사각형 블록과 같다. 반면,
다른 분야의 블록은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다. 수학에서는 블록을 정확하게 쌓아
서 매우 높은 성을 만들 수 있다. 추상도가 아주 높은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수학과 같은 수준으로 상자를 쌓으려고 하면 무너져 버
린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많은 상자를 지탱하려면 피라미드 형태로 쌓
아야 한다.

쌓는다

무너진다

수학에서는 정확하게 쌓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선 무너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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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정보 수집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파이썬에는 리스트(List)
라는 것이 있다.
파이썬: 리스트 예

[1, 2, 3]

튜플(tuple)이라는 것도 있다.
파이썬: 튜플 예

(1, 2, 3)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이것이 정보 수집에 의해 두 개의
상자를 얻고 배열한 상태다.
리스트(List)와 튜플(Tuple)은 매우 닮았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이 의문이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원동력에 자극을 받아 차이점을 조사하거나 프
로그램의 리스트 부분을 튜플로 바꿔 보거나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 보게 된다.
이런 활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활동을 두 개의 상자 위에
새로운 상자를 쌓는 것이라 여긴다.

실행 및 검증
실행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검증하는 행위는 정보 수집이나 모델화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행을 통해 잘못된 것
을 발견하면 수정한 후에 다시 실행한다.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작성된 최
종 코드에는 중간 변경 과정이 남지 않는다. 실험을 반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고 그것을 발표한다고 하자. 이때도 역시 수많은 실패 케이스는 언급되지 않는다.
실행을 통한 검증 과정은 최종 결과 뒤에 숨겨져 있으므로 학습 사이클 내에서
도 이 검증 단계를 놓치기 쉽다.

학습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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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은 백열전구를 완성하기까지 수백만 번의 실험
을 했지만, 그 실험의 대부분은 실패했다. 이것을 ‘수많은 실패’라고 언급한 한 기
자에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1만 번의 잘못된 방법
을 찾은 것뿐이다.”2
프로그래밍도 그렇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처음 실행할 때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 보자. 왜 기대한 대
로 실행되지 않는 것일까? 어디까지 기대한 대로 실행되고 어디가 틀린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해 가며 몇 번이고 수정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 완성된다.
이 시행착오의 과정은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의
성공 사례를 공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어서 이것을 잘 알고 있
다. 또한, 교과서에 없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사람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상자를 예로 들면, 시행착오는 상자가 안쪽 방향으로 놓이는 것과 같다. 정면에
서 보면 마지막에는 성공한 방법의 상자만 보인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보고 ‘어
떻게 이 방법을 생각해 낸 거지? 나는 할 수 없는 생각이야. 이 사람은 천재인 것
이 분명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앞에 놓인 상자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잘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

시행착오는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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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 참고로 에디슨이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아
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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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 의욕
학습 사이클을 돌리려면 원동력이 필요하다. 이 원동력은 의욕에서 온다. 2장에
서는 의욕에 관해 언급한 1만 2,000명 이상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
명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대학 이전과 이후의 학습 방법 차이
중고등학교의 전형적인 학습 방법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대학교부터는
점차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자. 전자를
수동적 학습법, 후자를 능동적 학습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교과서가 주어진다
먼저, 수동적인 학습법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는 것은 타인이다. 중고등학
교에서는 정해진 시간표를 따른다. 교과서에 있는 것은 맞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
리다고 인식된다.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가 주어지면 그냥 받는 것이다. 한편, 능동적 학습법에서
는 무엇을 배울지를 자신이 정한다.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도 자신이 정한다.
분야에 따라서는 원하는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동적 학습법과 능동적 학습법의 비율은 대학교부터 역전된다.
동아리 활동

대학 선택
연구

기말시험

입시

취업
자격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수동적 학습법과 능동적 학습법의 비율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이라는 형태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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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서를 알려 주어도 그것을 구매할지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경우가 많
다. 졸업 연구에서는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능동적 학습법을 따라가지 않고서 그냥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
도 꽤 있다.
중학교의 기말시험에서는 정해진 답과 일치해야 정답이라고 인정된다. 하지만 대
학의 연구에서는 아직 누구도 정답을 발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한다. 중학교 기말시험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바른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사회에서 접하는 미해결 문제에는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누군가가 해결한 문제다. 지도 교수가 연구 방법을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에 지나
지 않는다.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
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
수동적인 학습법에만 머무른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시한 것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해진 패턴의 일만 제공하려 들 것이다. 스스로 학
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다음은 시간에 관해 생각해 보자. 중학생 때는 일주일에 5~6일 정도 학교에 가
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강제로 수업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의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돼 있었다. 대학생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려면 많
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일반 사회인이 되면 학생 때 학습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은 일을 위해 사용된다.
학습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확보
해야 한다. 출근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근무 시간
중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매우 운이 좋은 경우다.

8

1 장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학습에 필요한 돈은 누가 지불하나?
학습에 드는 비용에도 시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학생은
생활비인 식비, 주거비와 학습 비용인 학비를 부모가 지불한다. 따라서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3 반면, 사회인은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자
신이 지불한다. 먼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비용도 스스로 지불한다. 기술 서적이 한 권에 3만 원이고 한 달 식비가 30
만 원이라면, 한 권의 책은 3일분의 식비와 같다.

역풍
중학생 때와 비교해서 사회인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강한 역풍을 맞이하곤
한다. 이 역풍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이나 비용을 배우는 데 사용하려면
강한 ‘의욕’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이다. 보트를 예로 들면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의욕을 가져’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의욕을 가지라고 해
서 의욕이 생긴다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의 주장은 반대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인이고 지금 ‘공부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와 같은 식이다. 이를 위한 강한 의욕이 생
기지 않는다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풍 속에서는 약한 엔진을
아무리 가동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때는 배우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
고 의욕(동기)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의욕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어떤 주제를 택해야 의욕이 생길 수 있는지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한
다. ‘해야 하는데 의욕이 없어’라며 미루는 것은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학습에서 의욕이 생기는 주제를 선택해서 무엇을 배울지 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만약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서 의욕이 활활 타오른다면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계
속 공급해야 한다. 어떻게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3

물론 세상에는 가정 사정 때문에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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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을 유지하려면
의욕은 행동과 보상의 사이클에 의해 유지된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다.4

목표를 명확하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 미경험자가 있다고 하자. 이때 ‘프로그래
밍 언어인 파이썬을 정복하자’라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패턴이다.5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 배워야 ‘정복했다’
라고 실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 상태로는 의욕을 유지하는 것은 어
렵다. 의욕을 유지하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튜토리얼은 목표를 가깝게 만든다
또한, 목표는 가능하면 가까운 것이 좋다. 처음부터 42.195km의 마라톤에 도전
하는 것은 무모하다. 먼저,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완주의 기쁨과 성취감을 빨
리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튜토리얼이다.
대부분의 게임은 조작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 조작 방법을 익히는 것일까? 설명서를 펴서 ‘좋아, 조작 방법을 익히자’라며
읽는 것일까?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조작 방법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튜토리얼’이라고 한다.
튜토리얼은 어떻게 구성될까? 먼저, 정보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X 버튼을 누르
면 무기를 사용한다’와 같다. 다음은 실전 과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적이 나
4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성취감이나 즐거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등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을

5

언급하기 쉽도록 이 패턴에 ‘달성 조건이 불명확’하다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다. 애자일 개발 기법의 하나인

총칭한 것이다. 금전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스크럼(Scrum)에서는 달성 조건을 ‘Done의 정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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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공격하자!’와 같다. 여러분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생각해서 실전 과제를 진행한다. 이렇게 과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된
다. 이 일련의 흐름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된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조작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것이 잘 구성된 튜토리얼의 효과다.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에도 같은 효
과를 보여 주는 ‘튜토리얼’이 많이 존재한다. 짧은 프로그램을 상호 작용을 통해
실행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해서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C o l u m n

SMART criteria

‘목표를 명확하게’(앞 절에서 설명)와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1981
년에 고안된 SMART criteria를 소개한다.i Specific, Measurable, Assignable, Realistic,
Time-related의 앞글자를 따 SMART(현명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라고 한다.

이 5개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ii

• Specific: 개선해야 할 영역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Measurable: 양(量) 또는 적어도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측정 가능)?
• Assignable: 누가 계획을 실행하는지 명확한가?
• Realistic: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달성에 필요한 리소스가 주어졌나?
• Time-related: 언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한가?
이것은 조직의 목표 설정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개인이 목표를 세울 때는 다소 범위를
벗어난 항목도 있다. ‘이 기준들을 달성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심리적
으로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목표가 왜 나쁜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 Doran, G. T. (1981). 〈There’s a S. M. A. R. T. way to write management’s goals and objectives〉.
Management Review, 70 (11), 35-36.
ii A를 Achievable(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필요한 리소스가 주어졌나), R을 Responsible(계획을 실행하
는 데 책임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소개한 것과는 A와 R이 다르
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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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시 들어가야 할까?
사회인 독자로부터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가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이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다’라는 달성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체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막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 가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배울 거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르다. 대학에서 하는 ‘연구’는 아직 세상에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교과서에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이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가 참고 서적을 선택해 주거나 과제를 내주는 등
의 장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곳이다. 누군가 가르쳐 주
기 바라고 대학에 간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좀 더 쉬운 방법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사실, 세상에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것을 먼저 시도해 보자.
먼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6라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구성은 서비스나 강의에 따라 다르지만, ‘강의 동영상 보기’, ‘강의 내용 관련 퀴
즈에 답하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작은 목표를 순서대로 반복하는 튜
토리얼과 비슷한 구조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청강생’이나 ‘학점은행제’ 형태로 수강하기 쉬운 제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인 대학원생을 적극적으로 받는 대학에서는 수업을 토요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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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평일 저녁에 하는 등 사회인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7 학위
에 관심이 없다면 청강생으로 참여하면 된다. 학위가 목적이라면 학점은행제 등
을 활용해서 편한 시간에 관심 있는 수업을 이수해서 조금씩 학점을 모으는 방
법도 좋다.8

좋은 참고 서적을 찾는 비법
‘참고 서적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것도 ‘체계적
인 지식을 얻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대
학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최적의 참고 서적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9
먼저, 종이책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서적’이라고 하면 종이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종이책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
어, 공작새의 수컷은 큰 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꽁지는 살아가는 데 아무런 도
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한 것을 왜 만드는 것일까? 큰 꽁지를 만
들려면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므로 꽁지가 크다는 것은 ‘나는 먹이를 채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며 암컷을 유혹하는 신호를 발산한다고 한다.10 암컷이 수컷
을 선택할 때 먹이를 채집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측정
하기 쉬운 꽁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성도 관찰하기 어렵다. 종이책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
던 시절에는 종이책의 저자라는 사실은 ‘출판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해
도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적자가 생기지 않는 책의 저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
다. 종이책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7

구체적인 예로, 내가 사회인 대학원생으로 재학하고 있던 동경공업대학의 기술경영전공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

8

나는 2018년 4월부터 세이케이대학의 법학부 수업을 청강하고 있다.

9

‘4장 책장 보기’에서는 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고 있었다.

10 ‘핸디캡(Handicap) 이론’이라고 불린다.

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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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 제품을 활용한 출판 기술의 발전으로 책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었
다. 종이책에도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주문형 인쇄11에서는 서적
유통 사이트에서 해당 서적의 주문을 받은 후에 필요한 양만 인쇄해서 판매한
다. 이런 비용 절감에 의해 기존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던 출판 기획이 통과되면서
종이책이 더는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종이책이라면 좋은 책’
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종이책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 내가 파이썬과 관련된 자료12 중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레퍼런스》13이지만, 이것은 인터넷상에

HTML과 PDF로 공개돼 있다. 전체가 1,000페이지 이상으로, 만약 종이책으로
출판된다면 물리적으로 매우 무겁고 판매 가격도 비싸질 것이다. 이미 전자책은
무상으로 공개돼 있으며 검색하기도 쉽다. 이 자료가 종이책으로 출판될 일은 분
명 없을 것이다. 참고 서적을 종이책으로 한정한다면 이런 종류의 자료는 제외해
야 한다.

종이 참고 서적을 선택하는 비법
이런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이로 된 참고 서적을 선택하는 비법을 소개하겠다.

대학 강의의 참고 도서로 선정된 것
많은 대학에서 강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거기에는 참고 도서가 적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면 좋다. 특히, 학부 1학년의 수업은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므로 기본 지식이 적어도 읽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
는 경우가 많다. 단, 저자가 강사(교수) 본인이거나 강사의 제자 또는 동일 대학의
동료인 책은 제외한다. 여러 대학에서 선택된 책이라면 안심하고 고를 수 있다.

11 구체적으로는 Kindle Direct Publishing 등을 의미한다.
12 페이지 여는 것을 1회라고 치면 확실하게 1,000회 이상 읽고 있다.
13 2019년 현재 다음의 URL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docs.python.org/3/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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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가 상세히 기술돼 있을 것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 명이 검수를 한다고 해도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
다. 종이책은 바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오표(정정 사항을 기록한 표)를 공개해 두
고 다음 인쇄 시에 수정한다. 출판사의 웹사이트에는 해당 책에 대한 소개 페이
지가 있으며, 대부분은 거기에 정오표가 있다. 정오표가 없는 책은 처음부터 완
벽했든가, 저자가 개선의 의지가 없든가 둘 중 하나이지만, 전자일 가능성은 매
우 낮다.

개정판이 있는 스테디셀러일 것
개정판이 있다는 것은 조판을 다시 할 정도로 많은 추가, 수정이 있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조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도 괜찮다고 출판사가 판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랫동안 많은 독자가 구매해 온 책이다. 내용의 좋고 나
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으
로 참고가 될 것이다.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이 구매한 책이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집중해서 구매한 것이다. 구매한 사람이 읽었는지, 그리고 읽고서 좋다
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샀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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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학습 사이클에 관해 살펴보았다. 학습 사이클을 돌리려면 원동력인 ‘의욕(동
기부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의욕을 내려면 어떻

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고, 1만 2,000명 이상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해 왔다. 이 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욕(동기부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의욕이 없는 사람의 65%는 태스크를 하나로
추리지 못한다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려는 것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물어
봤더니 65%의 사람이 여러 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러 태스크를 한 번에 실행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몇 번이고 경험해서 익숙해진 작업이 아닌 이상은 불가
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할 때는 냄비를 불에 올려 놓고 재료가
데워질 동안 사용한 도마를 씻거나 데워진 재료를 담기 위한 접시를 준비한다. 하
지만 요리를 막 배운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는 데워질 때까지 걸
리는 시간이나, 도마를 씻는 데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데워지는
시간 동안에 도마를 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이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병행 처리를 할 수 없다.
여러 태스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태
스크를 바꿔 가며 하는 것이다. 여러 태스크를 병행해서 실행하는 것은 ‘태스크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추가 태스크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 태스크를 하
려고 해서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일단 하고자 하는 것을 하
나로 추려서 차례로 정리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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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려내기 위해서 먼저 전체 모습을 파악하자
태스크를 하나로 추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태스크를 하나로 추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추리지 못한 사람의 76%는 태스크를 목록화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태스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지 못했다.
먼저 전부 다 작성해 보고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를 파악
하자.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작성해 본 사람 중 32%가 이미 작성만으로 의욕이
생겼다.1

Getting Things Done: 먼저 모두 정리한다
이와 비슷한 것이 데이비드 앨런(David Allen)의 저서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
는 법》2에서 주장하는 기법인 GTD(Getting Things Done)다.

GTD에서는 ‘신경 쓰이는 것’을 전부 한 곳에 정리한다. 사람은 많은 것을 한 번에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억하려고 하면 그 부담이 스트레스
가 돼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두 여기에 정리한다’
는 상황을 만들면 ‘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다.

ToDo 리스트나 태스크 리스트를 만들려고 생각한 사람은 많을 것이다. GTD 접
근법은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신경 쓰이는 것은 모두 정
리한다’라는 점이다. ToDo 리스트는 해야 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
하기 전에 ‘이것이 해야 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필요하다. GTD에서는 이 판단을
나중으로 미루고, 신경 쓰이는 것을 모두 하나로 정리한다. 정리하는 단계와 그
것을 생각하는 단계를 나누어 ‘정리한다’와 ‘생각한다’라는 서로 다른 태스크를 한
번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도 ‘먼저 관련 있을 것 같은 것을 전부 작성해 보자’

2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Getting Things Done: The Art of Stress-Free Productivity)》(데이비드 앨런
저, 김경섭, 김선준 공역, 김영사, 2016)

라는 접근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룬다.

의욕이 없는 사람의 65%는 태스크를 하나로 추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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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경 쓰이는 편지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답장이 필요한지 단순히
버려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려면 편지를 읽어 보아야 한다.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정리할 위치(Inbox)에 넣기만 하면 해당 작업이 끝나는 것
이다. 정리하는 단계의 목표는 ‘신경 쓰이는 것은 모두 여기에 있다’라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전부 모아서 나중에 처리하기
GTD의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
을 읽은 적이 있는 독자는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도 좋다.

GTD에서는 신경 쓰이는 것을 한 곳에 정리한 후에 그것을 처리해 나간다. 수집
단계와 처리 단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정리한 후에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3
처리 단계에서는 수집한 것에 관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면 다음은 ‘어떤 결과를 얻기 원하는가?’를 묻는다. 즉,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다. 그 후에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이라고 묻는다. 여기까지 오면
간신히 ToDo 리스트의 형태가 된다.
이후에는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분화해 나가지
만, 여기서는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루겠다.4
•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버릴 것, 재료, 유보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 개라면 ‘프로젝트’로 만든다.

•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2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한다.

3

여기서는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다. 데

4

너무 복잡한 것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생각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비드 앨런은 2일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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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연락 대기 목록에 넣는다.

•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특정 일시라면 달력에 적는다.
• 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 목록에 넣는다.
이렇게 정리해 가다 보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 목록이 명확해진다. 이 목록의
전체 모습이 보인다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실행하면 된다. 이것이 GTD에서 말하
는 대략적인 전체 모습이다.

어떻게 하나의 태스크를 선택할 것인가?
태스크를 적어서 태스크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자. 어떻게 해야 다음에 해야 할
태스크를 하나로 추릴 수 있을까? 태스크를 적은 후에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하
자’라고 해도 33%의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다.

GTD의 처리 단계에서는 신경 쓰이는 것을 전부 상자에 넣은 후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자 안의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 간다. 이
것은 1장의 학습법에서 본 ‘어디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할 수
밖에 없다’와 비슷하다. ‘상자 안에 있는 신경 쓰이는 것을 처리한다’라는 태스크는
전부 같은 우선순위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 자체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앨런은 “2일을 꼬
박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수집에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해 처리에 8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
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수집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작업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 수집한 후의 상태라면 머릿속에만 정보가 있는 상태보다는 훨
씬 나은 상태다. 끼어든 작업으로 인해 중단되더라도 다시 정보 수집이 완료된 상태
로 돌아오면 상자 안의 내용물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욕이 없는 사람의 65%는 태스크를 하나로 추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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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리와 비슷하다
나는 이 GTD 구조를 보고서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방이 지저분한 상태와, 신경 써
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는 비슷하다. 그리고 방을 지저분하
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주 하는 충고가 ‘일단 정리한 후에 버려라’다.
이것은 버린 쓰레기 봉지의 양으로 진척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
법이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늘어나면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혼란
이 발생하게 된다.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정돈된 방’을 만
들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모르므로, 막상 청소를 시작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청소를 강제로 끝내 버린다. 이때 ‘버릴 수 없는 물건’
이 어딘가에 산처럼 쌓여서 ‘노력한 것에 비해 정리한 것이 얼마 안 된다’ 하고 헛
수고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기지를 만들어라
다른 한 가지 조언은 ‘먼저 기지를 만들어라’다. 나는 이 방법을 높이 평가한다.
‘방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먼저 구역을 나누어서 거기만
은 ‘정리된 상태’로 만들자는 방법이다. ‘기지 = 정돈된 영역’을 손에 넣었다는 성
취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지가 생기면 매일의 작업이 효율화돼서 잉여 시간
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다시 기지 유지 및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지
가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지의 사용 방법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5
방 청소에 대한 충고 방식을 태스크 관리에 투영해 보자. ‘신경 쓰이는 모든 것을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그 일부인 ‘오늘 해야 할 것’의 정리에 집중하
자는 얘기가 된다.6

5

이 설명은 7장의 확대 재생산 전략과 비슷하다.

6

이것은 태스크 세분화의 예다. 또한, 방 청소의 관점에서 태스크 관리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은 6장의 아
날로지에서 예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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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사이클을 돌리는 학습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2장에서는 이 사이클을

돌리는 원동력에 관해 배웠다. 사이클을 돌린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것일까? 아니면 나선형 계단처럼 조금씩 올라가는 것일까?
이것은 1회 사이클을 통해 얻은 것이 축적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장에서는 배운 것
을 축적하는 것, 즉 기억에 관해 자세히 보도록 한다.

기억의 구조
먼저 사람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하드웨어, 즉 뇌와 신경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가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
졌고, 어떻게 이 부품들이 동작하는지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 책의 목적이 뇌신경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깊이
를 크게 줄여서 설명하겠다. 이 절을 읽고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신
경 연구 분야에서 2000년에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장한 에릭 캔들(Eric Richard
Kandel)의 《기억의 비밀》1 《Kandel 신경과학의 원리》2를 권한다.

해마
뇌 속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
다. 뇌의 표면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4mm 두께의 회색3 ‘피(皮)’로 둘러싸여 있
다. 사람은 이 대뇌피질이 매우 발달돼서 정해진 뇌의 면적 안에 여러 구조가 담
겨 있다. 이 대뇌피질의 끝부분에 원형으로 말려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마다. 수건
의 끝 부분을 둥글게 만 것 같은 원통형으로 뇌의 전후 방향에 두 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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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의 비밀(Memory)》(에릭 캔델/래리 스콰이어 저, 전대호 역, 해나무, 2016)

2

《Kandel 신경과학의 원리(Principles of Neural Science)》(1~2권 세트)(에릭 캔델 저, 강봉균 역, 범문에듀케이션, 2014)

3

피질 이외의 흰색 부분과 비교해서 ‘회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흰색이다.

3 장 기억력 단련하기

※ BrainMaps: An Interactive Multiresolution Brain Atlas;
http://brainmaps.org [retrieved on 2018/6/25], used under CC BY 3.0, Adapted

대뇌피질의 끝이 둥글게 말려 있는 부분이 해마

해마를 제거한 사람
왜 해마가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1953년 어떤 사람이 수술로 해마 주변을 제거했고,4 수술 후에는 기억을 할 수 없
게 됐다. 이 발견이 있기까지, 다른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도 했었지만, 기억력에
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마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게 됐다.
흥미로운 것은 환자가 대화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
다. 또한, 어릴 적의 기억은 문제가 없었고, 단기간의 일시적인 것은 기억할 수 있
었다. 며칠 이상 지속되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마가 주목을 받게 됐다.5

4

환자는 원인불명의 간질을 앓고 있었으며, 간질 발생지로 생각되는 부위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면 나을 것이라

5

《기억의 비밀》, p.40

생각한 것이다.

기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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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의 수중 미로
해마가 기억과 연관돼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의 해마를 손상시키는 실험은
윤리적으로 어려워서 쥐 등을 사용한 실험이 주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실험이 ‘모리스(Morris)의 수중 미로’다.
모리스의 수중 미로는 쥐를 반투명한 물에 떨어뜨려서 도피대를 찾게 하는 실험
이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모리스(Richard G. Morris)가 고안한 것이다. 먼저 원형의
어항을 준비한다. 그 안에 직경 10cm의 도피대 (원기둥)을 둔다. 도피대는 수면보
다 1cm 낮으며 물이 반투명이라서 눈으로는 도피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6
이 어항에 쥐를 떨어뜨린다. 쥐는 빠지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수영을 하다가 도피
대(발을 디딜 수 있는 육지 같은 것)를 발견한다. 동일한 쥐를 몇 번이고 어항에 떨
어뜨리면 도피대를 기억해서 빨리 도피대로 향한다. 반면, 해마가 동작하지 않는
쥐는 도피대를 기억할 수 없었다.7

기억은 한 종류가 아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는 각각 재미있는 차이가 있다. 비교해 보자.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게 됐다. 하지
만 ‘거울에 비친 별모양을 덧그린다’라는 훈련을 하면 점점 잘 그릴 수 있게 됐다.
즉, 말로 표현해야 하는 기억은 만들 수 없지만, 손을 사용하는 기능의 기억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다.8
모리스의 수중 미로 실험에서 쥐를 어항에 넣는 위치를 매번 변경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매번 같은 위치에 넣는 실험을 한 결과, 해마의 기능을 제거한 쥐라

6

어항의 크기는 원형으로 지름 150~200cm, 깊이 50cm 정도다. 어항 주변에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화살표를

7

구체적으로는 해마의 NDMA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했다. 《기억의 비밀》, p.32

8

게다가 이 훈련을 한 것을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의 비밀》, p.45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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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피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았다. 즉, 해마가 동작하지 않는
쥐는 ‘경험하지 못한 시작점에서 도피대까지 도달하기 위한 기억’은 만들 수 없지
만, ‘동일 시작점부터 도피대까지 가기 위한 기억’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다.9
어느 경우든 기억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람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과 손을 움직이는 운동 기능의 기억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전거 타는 법을 말
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비선언적 기억
(Non-declarative Memory)’이라고 한다.10

쥐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 쥐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목적지의 모양’의 정보를 가지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도피대 위치’를 기억으로 만든다. 따라서 다른 위치에서 시작해도 빨리 도
피대에 도착할 수 있다. 한편, 해마가 동작하지 않는 쥐는 물에 떨어진 후에 어떻
게 도피대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순서를 통째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위
치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은 상황과 동일하게 도피대를 찾지 못하
고 헤매는 것이다.
‘목적지 모양’으로부터 ‘도피대 위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1장에서 설명한 ‘추상화’
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경험(목적지 모양)으로부터 추상화해서 모델(도피대 위치)을
만든 쥐는 새로운 문제(새로운 시작점)에서도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반
면, 구체적인 경험(어떻게 수영하면 도피대에 도달하나)을 통째로 기억하는 쥐는, 새
로운 문제에 대해 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해마는 학습 사이클 중에서 중요한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9

학습이 끝난 후에 쥐를 어항의 새로운 위치에 넣으면 정상적인 쥐는 빠르게 도피대에 이르지만, 해마가 동
작하지 않는 쥐는 학습 초기와 똑같이 수영을 해서 도피대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억의 비밀》,

p.262, 보스턴 대학 하워드 아이헨바움(Howard Eichenbaum)이 한 실험이다.
10 ‘떠올리다’라는 행위도 떠올리는 방법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기억력이 좋은 달인은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건물을 상세하게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을 둔다. 떠올릴 때는 건물 안을 걸어다니면 된다’처럼 떠올리
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기억 기술이 없으므로 자신이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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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근육의 공통점
뇌 속에 있는 해마라는 장치가 특정 기억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다음은 해마 속을 더 자세히 보자.
애당초 어떤 원리로 정보가 뇌에 저장되는 것일까? HDD는 자성체의 원반을 회
전시켜서 발생하는 자기를 이용해서 기록하며, SSD는 전기적으로 접촉돼 있지
않은 게이트에 터널 효과로 전자를 보내서 기록한다. 사람의 뇌는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 것일까?

신호를 전달하는 시냅스
뇌에는 ‘뉴런(Neuron)’이라는 신경세포가 100억~1,000억 개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
져 있다. 하나의 뉴런에는 수많은 돌기가 나 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돌기를 사용
해서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약 1,000개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이 연결 부분을 ‘시냅스(Synapse)’라고 한다. 뉴런도 전자회로와 마찬가지로 전위의
변화로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를 보내는 쪽의 세포를 ‘시냅스 전세포’, 정보를 받
는 쪽의 세포를 ‘시냅스 후세포’라고 한다.

시냅스 전세포

시냅스

시냅스 후세포

시냅스와 그 전후 세포

시냅스는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 전세포에서 시냅스 후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돼 있다(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일방통행).11 디지털 전자회로
를 예로 들면 특정 마이콘의 출력핀으로부터 도선이 나와서 다른 마이콘의 입력
핀에 연결되는 것과 비슷하다.
11 시냅스 후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전세포로 전달하는 경로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주제와 상관없으므
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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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정리하려면

이 장에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보도록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출력하는 지적 생산의 결과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
람도 있다. 하지만 정보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모델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지식을 만들어 내는 작업의 일종인 아이디어 창출과 큰 연관성이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정
보 정리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
정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입력한 후의 상태를 전제로 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해 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결합하고 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는 아마도 재료가 될 정보가 부
족하거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무엇부터 쓰면 좋을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사실 전혀 다른 상태다. 먼저,
둘 중 어떤 상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메모하기 법을 통한 정보량 확인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5분간 보고서에서
언급해야 할 정보를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본다. 나는 보통 50mm × 38mm 크
기의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포스트잇의 수를 정보량의 단위로 사용한다.
메모하기를 한 후에 뒤에서 설명할 KJ법을 사용하려면 메모한 것을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메모 작성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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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본다면 ‘포스트잇을 사야지’ 하고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은 가장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자. 큰 노트에 적거나 컴퓨터에 적어도 괜찮다.
정리되지 않은
대량의 정보로 혼란

정보가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

이상적: 정보가 정리돼 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정리를 위해서 먼저 머릿속의 정보를 전부 메모해 보는 것은 2장에서 소개한

GTD와 비슷하다. GTD에서는 태스크에 제한받지 않고 신경 쓰이는 모든 것을
기록해 보았다. 이 메모 작성하기 법도 보고서에 실제로 적을 문장이 아니라 관
련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보는 것이다.1

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질(質)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질이 높은 것만 작성하려고 하면 손
이 멈춰 버린다. 보고서에 실제로 작성할지는 신경 쓰지 말고 작성할지도 모르는
것,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 메모 기록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떠오르는 것 등
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자.
한 장에 작성할 분량은 수 단어에서 한 문장 정도면 된다. 작성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 즉, 무엇이든 작성해도 좋다.2 내용은 복
1
2

GTD 작업은 태스크 관리에 메모 작성하기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문장 이하로 작성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는 말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짧게 쓰기’가 아닌 ‘가능한 한 장벽
을 낮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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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게 작성해도 되지만, 글자는 나중에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쓰
자. 읽지 못한다면 작성한 의미가 없고,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다시 읽지
않게 된다.

실제로 해보자
여기서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5분 정도 메모하기 법을 실시해 보자. 작성해
야 할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하고, 없다면 ‘이 책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
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하면 된다. 필기도구와 타이머를 준비해
두고,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자. 타이머 시작 버튼을 누르고 5분간 주제에 집
중해 보자.
머릿속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5분이 지나서 주관적으로
매우 짧게 느낄 것이다. 반면, 정보가 부족하다면 5분이 매우 길게 느껴진다. 아
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생각을 짜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참석한 워크숍3에서 참가자에게 메모하기 법을 하도록 한 결과, 한 명당 16
분간 80~100장의 메모할 수 있었다. 1분당 평균 5장 이상으로 1장 12초 이하의
속도로 쓴 것이다.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마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게
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100장을 목표로 하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의 준비로 먼저 100장의 메모 작성하기를 목표로 해보자. 5
분에 20장을 기록했다면 대략 25분에 100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4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100장 전후의 포스트잇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후
에는 이 단계에서 적어도 50장의 포스트잇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정리
하는 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3

교토대학 서머 디자인 스쿨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실시한 워크숍이다. 자신의 학습 방법을 디자인한다는 주

4

실제 해보면 자기 머릿속의 정보가 적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메모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제로, 3일간 12시간을 사용해 메모하기 법을 한 후 KJ법으로 구조화해서 발표한다.
서 속도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 실험이 자신의 머릿속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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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0장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면 정보 수집이 부족한 것이다. 관련 서적을 읽든
가 해서 생각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자.5

100장을 목표로 하는 것의 이점
이 100장 메모하기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진
척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발표 자료를 작성해야지’
하는 태스크의 설계는 태스크가 애매하고 진척을 파악하기 힘드므로 의욕을 잃
기 쉽다. 반면, ‘100장 작성하기’라는 태스크 설계에서는, 30장 작성하면 30% 진
척으로 매우 알기 쉽다. 또한,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착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진
행해 나간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진행 방향이 명확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다른 한 가지는 중단하기 쉽다는 것이다. 사회인이 바빠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 메모하기 법에서는 100장 작성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책상 앞
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나는 이 책을 집필할 때 역까지 걸어가면서 한
장, 지하철 안에서 7장,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세 장 등 매일 조금씩 메모하기 법을
진행했다. 수첩이나 주머니에 50mm × 38mm 포스트잇을 넣어 두고 한 장에 아
이디어 하나를 기록한 것이다.
집필이나 보고서 작성은 많은 시간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없어서 시작하기가 힘들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6 하지만 적어도 이 메모하기 법 단계에선 적은 시간
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7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보다 사전에 100건의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준비된 상태
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먼저 메모하기 법부터 시작하자.

5

이것은 3장에서 소개한 ‘책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가능한 한 떠올려 보고 다시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진다’와
관련 있다. 한 번 떠올려 보려고 한 후에 정보 입력 단계로 돌아가면 효율적이다.

6

‘집필은 큰 태스크다’라는 정신적 모델이 원인으로서 의욕을 잃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다.

7

메모하기 법보다 꽤 뒤의 과정이긴 하지만, 검수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문장을 정형화하는 단계에서는 휴일
에 시간을 확보해서 임시 사무실 등에서 한 번에 다 작성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도 단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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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은 무시하자
시간적으로 분산해서 메모하기를 하면 동일한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지 않
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기록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오히려 중복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복되지 않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과거 포스트잇을 확인한 후
에 없으면 새로운 것을 쓰자’ 하는 상태가 돼서 태스크가 커진다.

100장 작성한 것을 정리했을 때 같은 내용이 세 장 있다고 하자. 실제 손해 보는
것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이, 각 시점에 ‘이것은 작성해야 해’ 하
고 생각한 것이므로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중복은 중요도의 지표로 유용한 것
이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돼도 유용하지만, 비슷하더라도 미묘하게 다른 내
용의 중복은 더 유용하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을 비교하
는 것은 이해를 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이 장을 집필하기 전에 작성한 포스트잇에는
‘관련성이 큰 것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다’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다’라는 두 장의 내용이 있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 두 장을 발
견한 나는,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 단순히 잘못 표기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
았다. 그 결과 의미가 있는 차이라는 결론을 내렸고,8 ‘관련성이 큰 것은’이 아닌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포스트잇의 수준(수직 관계, 또는 수평 관계)이 달라도 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9 수준을 맞추려는 것처럼, 한 장의 메모로는 파악

8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큰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왠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시작
한다. 그 뒤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증거를 발견
한 후 타인에게 ‘이것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신념은 애매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은 문
장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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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지금까지 학습 방법이나 의욕을 유지하는 태스크 관리, 정보의 입력과 기억 방법 등을
배웠다. 이 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지적 생산’이라는 용어는 ‘생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으므로 출력하는 것에 의식이
맞춰지기 쉽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자세히 보면 앞의 장에서 다
룬 내용이 모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애매하면서도 큰
태스크
여러분은 내일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해보자.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 책상에 앉아서 끙끙대지는 않는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라는 태스크는 달성 조건이 불명확하고 걸리는 시간도 예측
하기 어려운 큰 태스크다. ‘확실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런 태스크에 ‘열심히 하자’ 하는 정신론으로 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애매하면서 큰 태스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도록 하자. 분해해 보면
측정이나 관리 가능한 단계를 찾을 수 있다.1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세 가지 단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책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논의해 왔
다. 그것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서 밭에 비유하고자 한다.
➊ 경작 단계
➋ 발아 단계
➌ 성장 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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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달성 조건이 불명확한 태스크 문제와 대처 방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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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간다

키운다
싹이 튼다

경작, 발아, 성장

경작 단계
경작 단계는 정보를 모으고 섞어서 연결 고리를 찾는 단계다. 정보를 모으는 부
분은 5장에서 소개한 ‘포스트잇을 100장 만들자’처럼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서 진
척을 측정할 수 있다.

발아 단계
발아 단계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정보를 숙성해서2 아이디어의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마감일까지 시간이 없다면 시간 제한을 정해서 해당 시간까지
싹이 튼 정도로 나머지 단계를 진행한다.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연마해 가는 단계다. 아이디어가 유용한 것인지
잘 모른다. 따라서 유용한지 아닌지를 실험에 의해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발상법 비교
그렇다면 이 3단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만드는 법을 배워 보자. 이 절에
서는 제임스 웹 영(James Webb Young)의 《아이디어 발전소》3, 가와키타 지로의 《발
상법》4, 오토 샤머(Otto Scharmer)의 《U 이론》5을 비교해 본다.

2

3장에서 본 간격을 넓혀서 기억이 정착된다는 것, 4장의 홀 마인드 시스템에서 본, 반복해서 빠르게 읽을 때
하룻밤 숙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 이 ‘숙성한다’에 해당한다.

3

《아이디어 발전소(A Technique for Producing Ideas)》(제임스 웹 영 저, 신동운 역, 스타북스, 2014)

4

《발상법-창조성 개발을 위해(発想法-創造性開発のために)》(가와키타 지로 저, 중앙공론사, 1967)

5

《U 이론(Theory U: Leading from the Future as It Emerges)》(오토 샤머 저, Berrett-Koehler, 2009)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애매하면서도 큰 태스크

185

영의 아이디어 만드는 법
아이디어 만드는 법이라고 하면 제임스 웹 영의 《아이디어 발전소》6가 고전적인
명서다. 1940년에 집필된 이 책은 광고대리점을 운영하던 영이 “이렇게 훌륭한 광
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아
이디어맨까지 관찰해서 쓴 책이다.
영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다.7
➊ 자료 수집
➋ 자료 가공
➌ 노력의 포기
➍ 아이디어 탄생
➎ 아이디어 확인
➋의 자료 가공이란 아이디어를 나열하거나 조합하거나 해서 관련성을 찾는 작
업이다. 영은 ‘아이디어는 기존의 요소를 새롭게 조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
고 기존의 요소를 조합하는 능력은 각 요소의 관련성을 찾는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영은 수집한 데이터를 3인치 × 5인치8 카드에 기록했다고 한다. 카드에 기록하면
상하좌우로 나열해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5장에서 설명한 KJ법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➊)와 그것을 가공하는 단계(➋)를 명확하게 나누었
다. 하지만 나의 경험상 데이터 조합을 시도하는 도중에 정보의 부족을 알게 되
거나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책을 떠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➊과 ➋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이라 ➊과 ➋를 한 단계로 모아서 ‘경작 단계’라 부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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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디어 발전소(A Technique for Producing Ideas)》(제임스 웹 영 저, 신동운 역, 스타북스, 2014)

7

영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요약한 것이다.

8

약 76mm × 12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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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영은 데이터 가공을 씹는 것에 비유했다. 즉, 경작 단계는, 입에 넣고서 씹
어 삼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➋의 자료 가공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영은 이것을 임시 아이디어, 부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
든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KJ법의 도중에 생각이 난 것은 어떤 것이
든 추가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은 절망이다. 마지막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나 명확한 것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서 절망한다는 것이 영의 주장
이다.
절망할 때까지 자료를 가공한 후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 그
러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이것이 ➌과 ➍다. 나는 이것
을 ‘발아 단계’라고 부르겠다. ‘발아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발아하는 단계’인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관리할 수 없으며, 노력에 의해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의 ➎는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갈고 닦는 단계다. 아이디어는 만들어져서
나온 상태 그대로는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막 세상에 나온 아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
도록 수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는 ‘성장 단계’라 부르고 있다.

가와키타의 발상법
KJ법의 고안자인 가와키타의 《발상법》은 문화인류학자인 가와키타가 현장 조사
를 통해 모은 정보를 어떻게 설명 가능한 이론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관해 논하
는 책이다. 가와키타는 W형 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했다.

9

4장에서 베이컨(Bacon)이 책을 먹는 것에 비유해서 ‘잘 씹어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라 말한 것을 소개했다. 비
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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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법》 p.22쪽의 그림 일부 인용

가와키타의 W형 문제 해결 모델

이것도 동일하게 단계로 나누어 보자.
➊ 문제 기안
➋ 탐험
➌ 관찰
➍ 발상
➎ 가설의 채택
➏ 추론
➐ 실험 계획
➑ 관찰
➒ 검증
가와키타는 ‘실험 과학 전에 야외 과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➊부터 ➎까지가
야외 과학, ➏부터 ➒까지가 실험 과학이다. 실험 과학에서는 가설을 실험을 통
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가설이란 ‘이런 모델
에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를 만들
어 내는 프로세스를 가와키타는 야외 과학이라고 불렀고, 그 방법으로 탐험학10
이나 KJ법을 고안했다.
10 가와키타는 KJ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전단계인 탐험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지의
탐험학(「知」の探検学)》(가와키타 지로 저, 고단샤, 1977)이란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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