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o�리스트를�최대한�활용하는�방법

Assemble�You가�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을 가속화할 실용적이고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제안들을
들려드릴게요.�잘�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To-Do 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매일의 할 일을 잘 계획하면
생산성이�향상될�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여태까지�종이�쪼가리에�할�일을�적어�두었다가�시간�되는�대로�일�처리를�해오셨다고요?�-�잠깐만요.

To-do 리스트를 잘 관리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할 일을 모두 끝내게 되면,
하루를�마칠�때�깊은�성취감을�느끼게�되죠.

To-do 리스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뇌는 마치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서류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망각 곡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50%를 잊고, 24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70%, 1주일이 지나면 90%를 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들이 백만 가지는 되고,
처리해야 할 감정도 많은 우리는 조이스에게 다음 주 청구서를 지불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건
깜빡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To-do 리스트를 잘 관리하면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머릿속에 여유
공간을�만들어�주어�더�중요한�일들을�처리할�수�있게�됩니다.

여러분의 To-do 리스트를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지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좋은 할
일이란�무엇인지에�대해�생각해�보죠.

좋은�할�일이란�무슨�의미일까요?

그 점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거나, 한 시간 안에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그건 리스트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건 목표, 혹은 원하는 결과물이죠. 여러분은 그
결과를�가져오기�위해�여러�할�일들을�추가해야�하는�것입니다.

이제�세분화�해보죠.

중요한 일, 혹은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때까지, 혹은 한 시간 이내에
작업의�진척을�볼�수�있을�정도까지�파�내려가십시오.�잘�듣고�계신가요?�예를�하나�들어드리죠:

여러분이 피자 전문점을 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하죠.

여러분은�피자�전문점을�가져�본�적이�없습니다.�그러니�가장�먼저�해야�할�일은�연구를�좀�하는�거죠.

한�시간이면�될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하죠? 시작하기가 막막하죠. 조금 더 파 내려가 볼까요. 아마 이미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해 보거나, 관련 서적을 읽거나, 관련 강의를 듣는 걸로 시작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이것들이�할�일인�걸까요?�아닙니다.�더�구체적이어야�하죠.�더�구체적으로�파�내려가�봅시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아마도 주변의 피자 전문점 5개를 찾아서 연락하고, 30분 가량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것일�겁니다.

그 다음 작업은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일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연구하는 것이겠지요. 3권의 책과 1개의

https://learningsolutionsmag.com/articles/1379/brain-science-the-forgetting-curvethe-dirty-secret-of-corporate-training
https://learningsolutionsmag.com/articles/1379/brain-science-the-forgetting-curvethe-dirty-secret-of-corporate-training


강의를�찾는�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구체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할 일을 한 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처음 몇 가지 할 일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더 분명해 질
겁니다. 다음으로, 마감일을 정하십시오. Microsoft To-do나 Todoist 같은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마감일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할 일만 리스트에 추가해두시고 마감일을 정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지
못하게�될테니까요.

계속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면, 왜 그런지 살펴보세요. 혹시 할 일이 아니라 목표인 것은 아닐까요?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까지 더 파 내려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 쉽지 않은 할 일일
수도 있죠. 많은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 대단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저
시작하시고�또�다음�할�일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동료가�아직�데이터를�주지�않았다고�생각해�보겠습니다.�그러면�분석을�진행할�수가�없죠.

마칠 수 없는 할 일은 애초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스티브가 데이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의 할 일은
분석하기가�아니라,�스티브를�독촉하기�일�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할 일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To-do 리스트를 건드려 보죠. 그러기
위해서는�할�일을�관리할�네�가지�필수적인�규칙을�숙지해야�합니다.

규칙1�-�우선순위를�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정할�때는�두�가지를�기억하세요:

첫째�-�중요도
둘째�-�긴급도

어떤 할 일들은 다른 일들에 비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80/20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의 20%가 80%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일 그 20%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성공할
수�있다는�의미이죠.

어떤 할 일들은 다른 일들보다 더 긴급합니다. 오후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준비를 못하셨다고요? 아이가
아파서�학교에�가서�아이를�데리고�와야�한다고요?�긴급한�일을�먼저�해야�합니다.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중요한 일들은 리스트의 가장 위에 두어야 하겠죠.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보면서, 끝마칠 순서를 정해 보십시오. 마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 애초에
리스트에�남겨두어야�하는�것이�맞는지�고민해�보세요.

종종 중요한 일들은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저 할 일 목록에 있는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할 일을 먼저 하지 마세요. 리스트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좋은 비유가 하나 있죠. 바로 돌과 모래의 비유인데요. 여러분의 잔을 모래로 먼저 채우면, 돌을
넣을 공간이 없게 됩니다. 돌은 아주 중요한 일과도 같죠.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돌을 넣게 되면, 모래처럼
작은�일들은�그�사이에�끼워�넣을�수�있습니다.�우선순위를�잘�정해야�한다는�교훈을�담은�비유죠.

규칙2�-�적합한�도구를�사용하십시오.

To-do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종이와 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옵션들도�있죠.

저희가 추천하는 가벼운 도구로는 Microsoft To-do와 Todoist가 있습니다. 팀 작업이나 프로젝트 관리 같은
무거운 기능을 가진 것으로는 Monday, Asana, Trello 그리고 Jira를 추천드립니다. 이메일과 할 일을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Google Mail이나 Outlook도 있고요. 전자 노트와 할 일 리스트를 함께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Microsoft OneNote나 Evernote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그 시간에 따라
비용을�지불�받으셔야�한다면�그런�솔루션들을�이용해�보실�수�있죠.



요점은, 많은 옵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이 들어 있는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연구해�보십시오.

종이와 펜에 비해 디지털 리스트가 좋은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목록에 추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지 않은 일이 기억나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바로 추가할 수가
있죠.�종이�리스트보다는�핸드폰을�가지고�있을�확률이�높을테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리스트가 마감일과 미리 알림 설정이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분류하거나 할 일을 관리하는 것도 훨씬 쉬울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규칙3�-�할�일을�분류하십시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 할 일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터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소셜미디어 관련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메일 관련, 또 제휴사 관련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리스트를 이용하시면 개별 작업 흐름이나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보기가
쉽습니다.�그렇게�되면�긴급도나�중요도의�규칙을�적용해서�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도�도움이�될�겁니다.

규칙4�-�미리�계획하십시오.

빈 목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를 마칠 때 즈음,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보시고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일요일 저녁에 리스트를 보면서 일주일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죠. 일요일에 30분만 투자하시면, 월요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To-do 리스트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끝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만일�그�목표를�이룰�수�없다면�뭔가를�바꾸어야�하겠죠.

너무 일이 많아서 하루 안에 할 일을 모두 끝내기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생산적이고�가치�있는�일들을�하고�계신가요?

일이 감당할 수 없이 많다면, 하거나 (Do), 미루거나 (Defer), 위임하거나 (Delegate), 삭제 (Delete) 할 수
있습니다.

●�하기�-�지금�일을�시작하거나�리스트�상단으로�할�일을�올립니다.
●�미루기�-�할�수�있을�현실적인�날짜와�시간을�정하고�그�때가�오면�꼭�그�일을�하십시오!
●�위임하기�-�다른�사람에게�일을�시키거나�가르쳐서�하게�하십시오.
●�삭제하기�-�리스트에서�없애�버리십시오.

요약하면:

1.�긴급성과�중요도�그리고�영향에�따라�할�일들의�순서를�정하십시오.�정한�순서를�정확히�따르십시오.
2.�To-do�리스트를�위한�적합한�도구를�사용하십시오.
3.�할�일과�프로젝트를�분류해서�혼란�속에서�가시성을�되찾으십시오.
4.�미리�계획하십시오.
5.�하거나,�미루거나,�위임하거나,�삭제하십시오.

이제�여러분의�To-do�리스트에�"내�To-do�리스트�개선하기"를�추가하셔야겠네요.�농담은�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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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뇌�과학:�망각�곡선기업�교육의�불편한�비밀,�Art�K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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