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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first, Success second> 



“성공이 행복을  
중심으로 돈다.” 

1 

1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2 Staw, B., Sutton, R., & Pelled, L. (1994). Employee positive emotion and favorable 
outcomes at the workplace. Organization Science, 5, 51-71. 
3 Diener, E., Nickerson, C., Lucas, R. E. & Sandvik, E. (2002). Dispositional affect and job 
outcom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29–259.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ALBERT SCHWEITZER 

    75,000여명에 달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00개의 행복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 분석

한 결과, 결혼, 건강, 우

정, 공동체 활동, 창조성, 

직장, 비즈니스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이 성공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행복한 직장인은 더 높

은 생산성과 영업실적, 

더욱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평

가와 급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행복하면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근태도 양호

하며 일에 쉽게 지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둘 확

률도 낮다. 행복한 CEO

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

며 스스로  高성과를 촉

진할 수 있는 근무 분위

기를 만들어낸다. 

 

       연구팀은 272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긍

정적인 감정 상태를 측

정하고, 그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의 업

무 성과를 비교,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외부 요인

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처음에 긍정성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18개월 

후에 평가와 급여 등 다

양한 차원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다른 연구는 대학에 

입학할 때의 행복지수가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과

는 무관하게  19년 후의 

수입 정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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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이  
   행복한 느낌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진다.” 

      근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팀은 감정상태가 시

각피질의 정보처리 과정

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4 

 

이 연구팀은 두 피실험자 

그룹에 각각 긍정적인 감

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 받았던 그룹은 앞선 

그룹에 비해 이미지들을 

빠짐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감정이 

주변부까지 시야를 확장

시켜 주는 것이다. 5 

4 Schmitz, T. W., De Rosa, E. & Anderson, A. K. (2009). Opposing influences of affective 
state valence on visual cortical encoding. 
Journal of Neuroscience, 29, 7199–7207. 
5 Gallagher, W. (2009). Rapt. New York: Penguin, at 36.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

을 자극 받았던 그룹은 

사진 속 이미지들을  

다분히 제한적으로 바라

보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사진 속 주제에만 집

중하고 배경에 해당하는 

주변 정보들은 상당 부분 

놓친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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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DER OF 
ELEPHANT 

 <칭찬코끼리> 

“직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리더가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 

      마크의 자동차 기업

에서는 직원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커다란 코끼리 인형을 

선물하는 재미있는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명 “코끼리 훈장”  

프로그램이다. 6 

 

여기서 코끼리 인형이란 

단지 기분 좋은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을 지나

가다가 코끼리를 발견하

고는 이렇게 묻는다.  

“와, 코끼리를 받았군요! 

무엇 때문에 받은 건가

요?”  바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한 직원

의 성과가 사람들의 입

을 타고 조직 전체로 퍼

져나가는 것이다. 

 

        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거창하게 정책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당신 주위의 동료들과 

직원들을 인정해주고 

6 Kjerulf, A. (2006). Happy Hour is 9 to 5. Lulu Publishing. 
7 Greenberg, M. H. & Arakawa, D. (2006). Optimistic managers and their influence on 
productivity and employee engagement in a technology organization. As cited in: Robison, 
J. (May 10, 2007). The business benefits of positive leadership.  
Gallup Management Journal. 
8 For more on what best motivates us, see: Deci, E. L. (1996). Why We Do What We Do. 
New York: Penguin. 

자주 격려해 주는 것만

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장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리더가 자주 격

려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31%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7  또한 구체적

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8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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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arsade S. G.(2002). The Ripple Effect: Emotional Contagion and Its Influence on Group 
Behavi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 644–675. 
10 Bachman, W. (1988). Nice guys finish first: A SYMLOG analysis of U.S. Naval commands. 
In: Polley, R. B., et al. (Eds.) The SYMLOG Practitioner: Applications of Small Group 
Research. New York: Praeger. As cited in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at 188. 

유능한 리더는 업무를 
긍정적으로 전달한다. 

        더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능한 리더들은 부정직

인 분위기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일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시했던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다. 9 해당 연구팀은 학생

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고, 

팀 별로 수익성을 올리는 

과제를 냈다.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보조 연구원은 학생

들에게 제 가지 중 한 가

지 느낌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격려와 

열정을 전하는 느낌,  

둘째는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 셋째는 산만하고 

게으른 느낌, 넷째는 스

트레스와 짜증을 주는  

느낌이었다.  네 그룹의 

학생들이 과연 어떤 모습

을 보였을지는 분명하다. 

 

     반기업보다 더욱 엄격

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에서도 우리는 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

로 군대이다. 여기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자연스

럽게 표현하는 상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해군을 대상으로 실시

한 효율성과 준비성 항목

의 조사에서 연간우수상을 

수상한 사령관들이 다른 

사령관들보다 사병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의 말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 10 반면에 성적

이 저조했던 사령관들은 

부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

로 사병들을 대하는 성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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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3 
이 숫자 속에는 심리학자

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인 마셜 로사다(Marcial 

Losada)가 다양한 실험

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들

어있다. 11 

 

2.9013이란 간단히 말해 

성공적인 기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긍정성과 부

정성의 비율을 가리킨다. 

 

즉,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자극이 

한 번 발생하는 동안 긍

정적인  자극이 2.9번 정

도 나타난다는 말이다. 

만일 비율이 2.9013이하

로 떨어지면 그 조직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과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로사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 6대 1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한다. 

2.9013은 신비의 숫자가 

아니다. 로사다는 많은 

기업 사례를 토대로 이 

숫자를 도출했다. 

 

10%이상의 손실을 장기

적으로 격고 있던 한 글

로벌 광신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긍정성과 부정

성 비율이 1.15대 1에 불

과했다. 12 

로사다는 이 기업의 임

원들을 대상으로 긍정

적인 피드백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

로그램을 실시했고,  

긍정성 비율을 3.56까

지 끌어올렸다. 이후 기

업의 업무 효율성은 계

속해서 증가했고, 이는 

40%의 실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다분히 회의

적이었던 이 기업의 

CEO 역시 조직에 주목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

음을 인정했다. 

11 Losada, M. (1999). The complex dynamics of high performance teams.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ing, 30, 179–192; Losada,  
M. & Heaphy, E. (2004). The role of positivity and connectivity in the performance of 
business teams: A nonlinear dynamics mode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6), 740–765. Fredrickson, B. L. & Losada, M. (2005). 
Positive affect and the complex dynamics of human flourishing. American Psychologist, 
60(7), 678–686. For more on Losada’s fascinating work and his collaboration with Barbara 
Fredrickson, see Fredrickson’s book Positivity, 120–138. 
12 Losada, M. (December 9, 2008). Work teams and the Losada Line: New results. Positive 
Psychology News Daily. Retrieved at 
http://positivepsychologynews.com/news/guest-author/200812091298. 

LOSADA RATIO: 

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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