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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고객 20%가 매출의 80%를 기여, 20%의 제품이 이익의 80%를 올리는 등
우리가 보통 80 대 20 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멱함수의 일종
-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뚝 떨어지듯이 급감하는 모양을 갖는 패턴이 멱함수

y=aX^c와 같은 일종의 지수 형태를 띈 식
(배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증가)
자산이 2배가 될수록 그런 사람의 숫자는 3배
씩 줄어들고
마치 지진의 크기가 2배가 될수록 그런 지진
은 2.67배씩 줄어들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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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관계가 멱함수 패턴을 나타낸다면 정상적이거나 전형적인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려가지 모델링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정규분포를 머
릿속에 그리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어떤 패턴이 멱함수라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
었다는 의미: 큰 감자조작/작은 감자조각 모두 벽에 내동댕이쳤기 때문에 발생, 큰 조각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음

멱함수(pow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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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 상태(critical state)
-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를 의미하며 임계상태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변동을 일으
킬 수 있음
- “어떤 전쟁이든 그것이 시작될 때는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른다.”
(물리학자 마크 뷰캐넌, Mark Buchanan)
☞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사소한 마찰이 시작될 때 그것이 얼마나 커질지 아
무도 모른다
 조직의 사람들은 복잡한 형태의 그물로 얽혀 끊임없이 상호작용함
- 수없이 다른 성질을 가진 단층의 바위들처럼, 혹은 숲속의 조밀한 나무들처럼...
 복잡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갈등 발생과 그 확산에 있어 임계상태에 도달해 있을
확률이 커짐
- 회사의 노사분규도 임계상태에 이르렀을 때 작은 마찰에도 걷잡을 수 없는 사
태가 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임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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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대상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상대와 맞대결하지도 말라는 뜻
 #1. 거리를 두지 말 것
- 일부러 작은 산불을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줌
- 직원들의 불만을 선입견 없이 청취하고 진실한 태도로 해결하면서 분노와 증오,
환멸과 절망이라는 불쏘시개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물길을 냄
* 창발적 경영을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은 갈등을 수시로 수면위로 건져내 공론화
 #2. 강압하지 말 것
- 조용한 조직의 위험성(Nigel Nicholson): “실패한 회의는 직원들이 반대 의견
을 제시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로만 반응함으로써 상
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끝난다.”
- 건강하지 못한 조직은 ‘우리 회사는 갈등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 모든 길등에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무시로 일관함

- 갈등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 : 소방대원들이 조그만 산불도 허용치 않겠다는 태도
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갈등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우리나라의 군사독재)

갈등을 장려하는 건강한 조직의 갈등관리(Daniel 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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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애국자 쥬세페 마치니(Giuseppe Mazzini)
- 갈등은 변화를 이끌고 조직의 창발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 갈등은 일상적이므로 올바른 갈등관리는 갈등을 억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님
- 갈등의 억제와 회피는 지진과 산불처럼 더 큰 갈등으로 분출될 뿐

유익한 갈등을 최적 수준으로 발생시키고 조직의 역동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

 인체가 병원균에 감염되면 면역세포들은 뇌에 화학물질을 전달하여 체온을 높
이도록 함
- 많은 병원균들이 온도에 약함
-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병원균을 제대로 방어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임
* 순간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불붙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갈등의
근원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

건강한 조직은 일시적인 열병을 두려워하지 않음

진보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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