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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흔히들 알고 있는 ‘터닝포인트’는 우리말로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걸어가세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 선택은 곧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

당신의 삶에는 지금,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가요?

만약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A, B, C 그룹으로 명명해보겠습니다.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A등급 사람들은 그저 ‘바뀌고 싶은 소망’만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B그룹은 과거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었고, 뭘 고쳐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복구되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마지막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C그룹은

여타 그룹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현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정합니다. 아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A그룹: ‘아 짜증나 올 상반기 또 망쳤어... 하반기에는 좀 잘 풀리려나...’

▪ B그룹: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주말인가... 아... 이제부터는 주말에 친구들 약속 다 끊어야겠다.’

▪ C그룹: ‘고객들한테 좀 더 건강해 보이려고 12월까지 체중 10kg을 줄이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러다가는

� � � � � � � � � � � 5kg도 안빠질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녁밥을 반공기로 줄이고, 조깅 30분 더 늘려야지.’

Q. 세 그룹의 차이를 아래 빈 칸에 적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 그룹에 해당되나요?

이들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의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A그룹은 생각이 과거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그대로 종료됩니다.

‘상반기 또 망쳤어(과거)’. B그룹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죠. ‘뭐가 잘못됐지?, ~ 이제부터는 끊어야겠다.’(과거-미래). 반면

C그룹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서를 따지면 ‘미래-현재-미래’ 

순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이 도달하려는 과녁을 보지 않고, 활시위만 고치다가 무작정 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터닝포인트 비밀 #1] 미래로 먼저 갈 것!
삶의 변곡점을 만드는 사람들은 먼저 ‘미래’로 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인간은 ‘부정회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필연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인 요소로 잠식당하게 됩니다. 미래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관여’가 발생해야 행동에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각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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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질문입니다. 올 하반기를 마주한 당신, 12월 마지막 주, 캐롤이 울려 퍼지는 날에 나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눈을 감고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보세요!(가급적 디테일하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Q. 올 하반기, 12월 마지막 주에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 내가 느끼고 보았던 모습을 모두 적고,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적어보세요

* 목표:

  2) ‘라이프/일상’에서의 바라는 모습(일 외적으로 관련된)을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적어보세요

▪ 목표:

� [터닝포인트의 비밀 #2] 현재를 인지할 것!
내 삶에 변곡점을 만드는 두번째 단계는 ‘현재를 높은 곳에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 혹은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비롯하여 궁극적인 목표와 어긋난 행동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까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or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최소 3가지 이상 나열해보세요(사소한 것 포함)

    ex)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과거에 잘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2) 위의 일들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요인(계기)’ 혹은 ‘발휘된 나만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성공의 핵심요인이나 계기:

   ▪ 성공에서 발휘된 나만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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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현실을 진단할 때 항상 부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약점을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동시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정적인 요소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 현재까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3가지를 나열해보세요

   

4) 위에 열거한 것들이 잘 안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부적 요인: 내가 컨트롤 불가능한 요인들

� [터닝포인트의 비밀 #3]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것!
지금까지 성공요인을 추출했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 봐야 하는가? 아래 3개의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에 해왔던 것 중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1가지 (KEEP)

� ▪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 삭제/개선해야 할 1가지 (REMOVE)

� ▪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할 1가지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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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금 열거한 3가지(유지, 제거, 시작)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고,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해보세요

  ▪1순위 목표:                                           Q. 1순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얻게 될 유익은?

  ▪2순위 목표:                                           Q. 2순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얻게 될 유익은?

  ▪3순위 목표:                                           Q. 3순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얻게 될 유익은?

� [터닝포인트의 비밀 #4] 성공요인과 강점을 활용할 것!
워크시트 2쪽 [터닝포인트의 비밀 #2]에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경험에서 긍정적인 자원과 강점을 추출했습니다. 그 요인들

가운데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해보세요. 그리고 각 목표에 접목할 방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요인을 1순위 목표달성에 활용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공요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만의 고유 ‘강점’을 접목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 시작할 날짜: 완수여부: ▢

   성공요인을 2순위 목표달성에 활용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공요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만의 고유 ‘강점’을 접목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 시작할 날짜: 완수여부: ▢

   성공요인을 3순위 목표달성에 활용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공요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만의 고유 ‘강점’을 접목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 시작할 날짜: 완수여부: ▢

“성공요인 및 자기만의 강점을 최대한 행동계획에 접목시켜보세요,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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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포인트의 비밀 #5] WOOP를 활용할 것!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선별한 3가지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죠. 보통 목표를 설정할 때 ‘SMART 기법’을 활용하지만, 목표를 세워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WOOP(우프)를 소개합니다.

▘WOOP(우프)란?

WOOP는 각 영단어의 약자입니다. W는 소망(Wish)의 약자, O는 최선의 결과물(Outcome)의 약자, O는 방해요인(Obstacle)의

약자, 마지막으로 P는 실행계획(Plan)의 약자입니다. 이들을 한데 모으면 ‘우프’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WOOP 예시 -

1순위 WOOP : 평일 아침 시간에 자기계발 독서 유지하기

▪W(소망):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가급적 작은 행동으로 쪼개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밤 10시에 불 끄고 침대에 눕기

▪O(성과): W(소망)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실질적인 성취를 적으면 됩니다.

           Ex) 아침 6시 기상 가능, 전문성 상승

▪O(장애): W(소망)을 실행하는데 실제적인 방해요인들, 예상되는 장애물을 적으면 됩니다.

           Ex)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봄

▪P(계획): 방해요인을 극복/예방할 계획을 ‘If then 구문’을 활용하여 적으면 됩니다.

           Ex) If 밤 10시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킬 때, then 거실 쇼파에 핸드폰을 던지고 온다.

                         ㄴ상황(장소와 시간)                         ㄴ행동(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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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WOOP : 이곳에 적으세요                                                                     

W(소망):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가급적 작은 행동으로 쪼개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O(성과): W(소망)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실질적인 성취를 적으면 됩니다.

         ▶

O(장애): W(소망)을 실행하는데 실제적인 방해요인, 예상되는 장애물을 적으면 됩니다.

         ▶

P(계획): 방해요인을 극복/예방할 계획을 ‘If then 구문’을 활용하여 적으면 됩니다.

          ▶ If                                              then

■ 2순위 WOOP : 이곳에 적으세요

W(소망):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가급적 작은 행동으로 쪼개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O(성과): W(소망)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실질적인 성취를 적으면 됩니다.

         ▶

O(장애): W(소망)을 실행하는데 실제적인 방해요인, 예상되는 장애물을 적으면 됩니다.

         ▶

P(계획): 방해요인을 극복/예방할 계획을 ‘If then 구문’을 활용하여 적으면 됩니다.

          ▶ If                                              then

■ 3순위 WOOP : 이곳에 적으세요

W(소망):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가급적 작은 행동으로 쪼개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O(성과): W(소망)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실질적인 성취를 적으면 됩니다.

         ▶

O(장애): W(소망)을 실행하는데 실제적인 방해요인, 예상되는 장애물을 적으면 됩니다.

         ▶

P(계획): 방해요인을 극복/예방할 계획을 ‘If then 구문’을 활용하여 적으면 됩니다.

          ▶ If                                              then

▘앞서 작성한 3개의 우선순위 외의 목표들도 WOOP로 만들어보세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각 단계별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우프 정식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s://woopmylife.org)

▘터닝포인트 생성기가 필요할 것 같은 지인 1명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이 파일을 공유하고 서로 실천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성공담과 노하우를 공유해주시겠어요?

  입장하기: https://open.kakao.com/o/gHgmLBqe (참여코드: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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