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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Manager)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당신의 업무다. 리더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 숙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본 원인 파악에서부터 해결책 제시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의 단계들이 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근 지역의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전형적인 두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이다. 두 가지 모두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에

기초한다. 원인 파악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근본 원인을 정의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표면적인 증상만을 완화했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 다섯가지의 “왜” (Five Whys): 이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할 때 훨씬 즐겁다. 

증상 또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정하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플립 차트에 다양한 대답들을 기록한다. 참가자 모두의 대답을 기록한다. 제기된

단어/문구와 관련된 반응들을 기록한다. 더 이상 응답이 없을 때까지, 또는 한 가지 근본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인과결과 (Cause and Effect): 피쉬본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이라고도

불리는 이 특성요인도(cause-and-effect diagram)는 어떤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원인 또는 문제라는 항목을 빈 종이 오른쪽 중간 쯤에

적어보자. 가로선과 대각선들을 그려가다 보면 마치 생선 뼈와 같이 보인다. 각각의 선들에

핵심 카테고리들을 적어 둔다. 프로세스, 인력, 장치, 방법, 재료 등과 같은 항목들에서부터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다. (다음 샘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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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함께 약 45분 가량 특성요인도를 작성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탐색해보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플립 차트 표의 중앙에 놓고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 

동료들과 함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주요 카테고리들을 적어본다. 새로운 답변이 있을

때마다 작은 뼈를 추가하면서 근본 원인에 접근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어들을 통해

원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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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프로세스

인력 장치

문제
전체 38% 
수준에서 고객
배송들이 최소
24시간 지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