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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언스트(Chris Ernst)와 도나 크로봇-메이슨(Donna Chrobot-Mason)은 그들의 저서

『경계 확장 리더십 (Boundary Spanning Leadership)』에서 충돌 지점에 있는 그룹들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저자들은 그룹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다른

그룹의 타당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업무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그룹을 떠올려 보자. 

다음은 언스트와 크로봇-메이슨이 제시한 것으로, 그룹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다섯 가지 전술들이다. 

■ 그룹들이 서로 경청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현재 우리 그룹이 다른 그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른 그룹의 방식에 대한 지식을 언제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예를 들어, 그룹원들 교환이나 단기 임무 기회가 있는가?

■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질문을 한다.

⚫ 협업해야 하는 두 팀에게 놓인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가?

⚫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가치, 추정, 인식은 무엇인가? 

■ 차이점에서 공통점을 이끌어낸다.

⚫ 두 그룹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 우리 그룹이 상대 그룹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가? 

⚫ 두 그룹들이 함께 공통점을 탐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그룹들이 "다른 그룹을 우리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에 맞서야 한다.

⚫ 다른 그룹이 가져다 줄, 우리 그룹에는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 다른 그룹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할 것을 기대할 때 보통 대립하게 된다. 우리 그룹은

다른 그룹의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다른 그룹의 가치관, 필요성 및 견해를 수락함으로써 우리 그룹은 어떤 이점을 얻는가?

⚫ 다른 그룹이 우리 그룹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 그룹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한다.

⚫ 왜 노력을 천천히 취하는 것이 중요한가?

⚫ 일을 시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은 단계는 무엇인가?

⚫ 능동적인 청취, 창조적인 문제 해결, 대화 프로세스와 같은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팀의 모든 직원이 새로 고쳐야 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경계확장: 확장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