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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로 사는 법
강미아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임에는 분명
하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불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재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하며 통찰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한 재능은 나아가 사회의 구성
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극이며 동시에 반응이 된다.
몇 해 전에 스트렝스파인더(StrengthsFinder)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의 강점을
평가받은 적이 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SWOT 중에
서 강점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일종의 심리테스트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지만 180문제(?)에 답을 해야 했는데 한 문제당 40초 안에 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제한된 시간보다 일찍 문제의 답을 해도 다음문제로 넘어
갈 수가 없고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굉장히 빨리 답을 했다. 생각을 묻는 것
이 아니고 평소의 행동을 묻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가령 예를 들면, 친구의 생일
에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무엇을 선물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등. 나는 무엇을 선물할지 크게 고민되지 않는다. 물론 주머니 사정에 따라 그 때
그 때 내가 하는 선물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지지만 친구에게 잘 어울리는/필요할
것 같은 그런 선물로 쉽게 고르는 편에 속한다. 한 문제 끝나고 35초 이상의 여유
가 있어 조금은 지겹기도 했다. 한 30문제를 풀고 나니 스스로의 답에 대한 성향으
로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 결론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서에는 34가
지의 성향들 중 5개(타인과의 상대성이 아님)의 상위 특징이 나왔는데 예상이 되는
것이었다. 개념화하기 어려웠던 특성을 테스트를 통해 잘 설명 받은 상위특징은 개
별화(Individualization)특성이었다. 개개인이 갖는 고유한 개성에 흥미가 있고 그들
각자를 어떻게 협력하게 해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재능이라는
설명이다. 그런 것 같다. 나는 사람의 배경과 지식보다 각자의 개성과 열성에 관심
이 많고 그런 이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마침내 행복한 사회를 완성해간가도 믿는다.
재능은 타고 난다. 일찍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거나, 재능 그것은 보물 같은 것
이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면 재능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다.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야 재능대로 사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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