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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CollinsJim Collins
스탠퍼드스탠퍼드 경영학과경영학과 교수교수. . 
스탠퍼드스탠퍼드 경영학경영학 석사를석사를 마친마친 뒤뒤 멕킨지와멕킨지와 휴휴

렛페커드에서렛페커드에서 일했다일했다. . 

‘‘기업가기업가 정신정신’’에에 대해대해 정열적정열적

이고이고 창의적인창의적인 강의로강의로 명성명성

을을 날렸으며날렸으며, , 스탠퍼드스탠퍼드 대학대학

‘‘명강의명강의 상상’’을을 받기도받기도 했다했다..
현재현재 콜로라도콜로라도 주주 볼더에볼더에 경영연구소를경영연구소를 설립설립

하고하고, , 저술과저술과 기업기업 컨설팅에컨설팅에 몰두하고몰두하고 있다있다. . 

베스트베스트 셀러인셀러인 Built to LastBuilt to Last와와
Good to GreatGood to Great의의 저자이다저자이다. . 

http://denver.asaenet.org/images/event/jim_collin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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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C. LazierWilliam C. Lazier
스탠퍼드스탠퍼드 경영대학원경영대학원 교수교수..

미국미국 내내 300300여여
기업을기업을 탐방하고탐방하고
조사조사 분석하여분석하여

이이 책을책을 짐짐 콜린스와콜린스와
함께함께 집필하였다집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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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CompanyGreat Company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

이이 강의가강의가 당신에게당신에게 주고자주고자 하는하는 내용내용

기업기업을을 수수 세대에세대에 걸쳐걸쳐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으로으로

성장성장, , 발전발전시키고자시키고자 하는하는 경영자들경영자들을을 위한위한 경영전략경영전략

경영경영에에 필요한필요한 내용내용을을 다루는데다루는데 특히특히 중소기업중소기업 경영자들경영자들을을 대상으로대상으로 함함. . 
규모가규모가 작고작고 유연한유연한 기업기업이야이야 말로말로 최고경영자최고경영자의의 가치가치를를 유감없이유감없이 구현구현

할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 위대한위대한 기업의기업의 초석이초석이 되기되기 때문임때문임..

이이 강의는강의는 기업성장에기업성장에 위대함위대함을을 구축구축하고하고

자자 하는하는 경영자를경영자를 위한위한 전략론전략론이다이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eginfinite.com/assets/images/company.jpg&imgrefurl=http://www.beginfinite.com/html/company.html&h=403&w=365&prev=/images%3Fq%3Dcompany%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htechnology.com/images/compinfopic.jpg&imgrefurl=http://www.htechnology.com/compantinfo.asp&h=234&w=206&prev=/images%3Fq%3Dcompany%26start%3D10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Friday, April 29, 2005 page 5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위대한위대한 기업의기업의 기준기준

뛰어난뛰어난 성과성과
경영에경영에 무리가무리가 없도록없도록 효율적효율적 운영운영을을 통해통해 수익수익을을 창출창출하고하고 실적실적을을 올리올리
는는 기업기업

위기상황위기상황서도서도 위기위기를를 극복극복하고하고 뛰어난뛰어난 성과성과를를 이루어이루어 내는내는 회사회사

업계업계 영향력영향력
업계발전업계발전을을 위한위한 리더십리더십을을 발휘발휘한다한다

명성명성 인정인정
종종종종 역할역할 모델모델이이 됨으로써됨으로써 업계외부업계외부 사람들사람들에게에게 까지까지 가치가치를를 인정인정 받는받는
다다..

지속적지속적 성장성장
수십수십 년년 넘게넘게 건전함건전함을을 유지할유지할 수수 있는있는 지속적지속적인인 힘힘을을 가지고가지고 있다있다..
지속적인지속적인 위대함이란위대함이란 100100년년 이상이상 위대함위대함이이 유지유지됨을됨을 의미한다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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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위대한 기업의기업의 조건조건

이이 강의는강의는 상세하고상세하고 생생한생생한 사례사례를를 바탕바탕으로으로 기본적기본적인인 아아

이디어이디어와와 방법방법, ,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 구축의구축의 기본요소기본요소를를 구체적으구체적으

로로 소개하였다소개하였다..
1 1 강의강의 -- 효과적효과적 리더십리더십

2 2 강의강의 –– 선명한선명한 비전비전

3 3 강의강의 –– 구체적구체적 전략전략

4 4 강의강의 –– 창조적창조적 혁신혁신

5 5 강의강의 –– 탁월한탁월한 전술전술

이이 강의에는강의에는 짐짐 콜린스와콜린스와 윌리엄윌리엄 레지어가레지어가 개인사업을개인사업을 하던하던 때의때의 풍부한풍부한 비즈니스비즈니스 경경

험과험과 학술적인학술적인 연구연구, , 컨설팅컨설팅, , 기업의기업의 자문으로서자문으로서 경험한경험한 들이들이 골고루골고루 녹아있고녹아있고, 300, 300여여
기업을기업을 조사조사 분석분석 함으로서함으로서 더욱더욱 견고해졌다견고해졌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1stapproach.net/images/biz-strategy.jpg&imgrefurl=http://www.1stapproach.net/strategy-business-process-solutions.html&h=263&w=197&prev=/images%3Fq%3Dstrategy%26start%3D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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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1강의강의 리더십

위대한위대한 기업을기업을 위한위한

경영전략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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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신드롬신드롬
MM은은 우리가우리가 관찰한관찰한 CEOCEO중중 특히특히 능력능력 없는없는 리더십리더십을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자를자를 지칭함과지칭함과 동시동시
에에 막연한막연한 불안인불안인((malaisemalaise))의의 머리글자머리글자 이다이다..

MM의의 약력약력
아이큐가아이큐가 150150이이 넘는넘는 수재수재, MBA, MBA학위는학위는 물론물론 2020년간년간 현장에현장에 몸담아몸담아 경험경험 또한또한 풍부하다풍부하다. . 
일주일에일주일에 8080시간씩시간씩 일했고일했고 그의그의 회사는회사는 매년매년 30%30%씩씩 성장했다성장했다..

하지만하지만 MM의의 리더십에리더십에 직원들은직원들은 주눅들고주눅들고 자신감을자신감을 잃어잃어 일할일할 의욕을의욕을 잃어잃어 기업이기업이 쇠퇴하기쇠퇴하기 시작했다시작했다..

MM이이 무엇을무엇을 잘못한잘못한 것일까것일까??
직원직원을을 신뢰신뢰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지나치리지나치리 만큼만큼 우유부단우유부단했다했다..
우선적우선적으로으로 처리해야처리해야 할할 사항사항을을 정확히정확히 파악파악하지하지 못했다못했다..
직원직원을을 돌보지돌보지 않았다않았다..
항상항상 직원들을직원들을 야단야단쳤고쳤고 직원인직원인 발전할발전할 수수 있는있는 긍정적인긍정적인 조언조언을을 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  
회사회사의의 비전비전에에 대해대해 직원들과직원들과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의사의사 소통소통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말을말을 하거나하거나 문서를문서를 작성할작성할 때때 과장되고과장되고 어려운어려운 표현표현을을 많이많이 써서써서 동기동기 부여가부여가 아니라아니라 직원들직원들을을 짜증짜증나게나게 했다했다..
사업이사업이 성공을성공을 거둔거둔 뒤에도뒤에도 새로운새로운 사업이나사업이나 모험모험을을 하려고하려고 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최고최고 경영자경영자의의 경영경영 스타일은스타일은 전전 직원의직원의 행동양식행동양식에에 영향영향을을 미치기에미치기에 MM과과 같같
은은 파괴적파괴적인인 리더십리더십으로는으로는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을을 구축할구축할 수가수가 없다없다..
최고최고 경영자가경영자가 지배적인지배적인 힘을힘을 발휘하는발휘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의의 경우가경우가 특히특히 그러하다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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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다양한 리더십리더십 유형유형
리더십이란리더십이란 자신만의자신만의 고유한고유한 개성개성을을 드러내는드러내는
것이다것이다..
뛰어난뛰어난 리더들의리더들의 효율적인효율적인 리더십리더십의의 유형유형은은 굉장히굉장히 다양다양하다하다..

수줍음을수줍음을 잘잘 타고타고 과묵한과묵한 사람사람
직설적이고직설적이고 사교적인사교적인 사람사람
과장되고과장되고 충동적인가충동적인가 하면하면 철두철미한철두철미한 사람사람
경험이경험이 풍부하고풍부하고 현명한현명한 사람사람
젊어서젊어서 모험심이모험심이 강한강한 사람사람
말하기를말하기를 몹시몹시 좋아하는좋아하는 사람사람
카리스마가카리스마가 넘치는넘치는 사람이사람이 있는가있는가 하면하면 그렇지그렇지 못한못한 사람사람

효율적효율적인인 리더십리더십은은 자기자기 자신자신 안에서안에서 발전발전하는하는 법이며법이며, , 
전적으로전적으로 자신자신에게에게 달려달려 있다있다. . 
당신당신 자신자신 외에외에는는 어느어느 누구도누구도 당신과당신과 같은같은 리더십리더십을을
가질가질 수수 없다없다..
자기자기 자신만의자신만의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을스타일을 가꾸어라가꾸어라!!

http://www.ns2k.com/img/leadershi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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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효율적인 리더십리더십
효율적인효율적인 리더십은리더십은 기능기능과과 스타일스타일을을 겸비겸비했을했을
때때 발휘된다발휘된다..
리더십의리더십의 스타일이스타일이 개개인개개인 마다마다 다다 틀리지만틀리지만 효효
율적인율적인 리더십에는리더십에는 공통공통 분모분모가가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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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리더십의 77가지가지 요소요소

능률적인능률적인 리더들에게서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발견되는 공통적인공통적인 요소요소 77가지가지
1.1.진지함진지함(Authenticity)(Authenticity)
2.2.단호함단호함(Decisiveness)(Decisiveness)
3.3.집중력집중력(Focus)(Focus)
4.4.대인관계대인관계(Personal Touch)(Personal Touch)
5.5.강하면서도강하면서도 부드럽게부드럽게 사람을사람을 다루는다루는 기술기술

(Hard/Soft People Skills)(Hard/Soft People Skills)
6.6.의사소통의사소통(Communication)(Communication)
7.7.진취성진취성(Ever Forward)(Ever Forward)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globalsoftsystems.com/Company/company_bottom.jpg&imgrefurl=http://www.globalsoftsystems.com/Company/company.html&h=226&w=216&prev=/images%3Fq%3Dpassion%2Bcompany%26start%3D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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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1.1. 진지함진지함

기업기업의의 가치가치와와 야망야망을을 리더가리더가 먼저먼저 행동행동으로으로 보여주어야보여주어야

한다한다..
건전한건전한 기업은기업은 리더가리더가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매일매일 실천함실천함으로서으로서 기업기업 전체전체에에 강한강한 인상인상을을 남긴다남긴다..

자신감을자신감을 보여라보여라

능률적으로능률적으로 기업을기업을 이끄는이끄는 리더들은리더들은

가치와가치와 믿음믿음, , 욕망욕망을을 강력강력하게하게 전달전달한다한다. . 
EX)EX)뛰어난뛰어난 기업기업 나이키의나이키의 창업자로서창업자로서 뛰어난뛰어난 능력을능력을

바탕으로바탕으로 경쟁에서경쟁에서 승리하려는승리하려는 욕망으로욕망으로 똘똘똘똘 뭉친뭉친 나이트나이트

나이트가나이트가 눈물을눈물을 흘리면서흘리면서 가까스로가까스로 연설을연설을 마무리마무리 지은지은 적이적이 있다있다..

그가그가 있는있는 모습모습 그대로그대로를를 보여줌에보여줌에 따라따라 직원들직원들의의 마음마음이이 뭉클뭉클

해졌다해졌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daveysuptown.com/images/bands/ianmoorecover.jpg&imgrefurl=http://www.daveysuptown.com/bands/ianmoore.html&h=368&w=378&prev=/images%3Fq%3Daction%2Bcompany%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np21.co.kr/images/wc11.jpg&imgrefurl=http://www.np21.co.kr/cafe/%3Ftype%3D38&h=275&w=166&prev=/images%3Fq%3D%25EC%259E%2590%25EC%258B%25A0%25EA%25B0%2590%26start%3D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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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함진지함(Authenticity)(Authenticity)
최고의최고의 역할역할 모델이모델이 되라되라

진실하게진실하게 말하는말하는 것으로는것으로는 충분하지충분하지 않다않다. . 결정했다면결정했다면 그그
에에 따르는따르는 행동행동이이 철학철학과과 일치일치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당신의당신의 행동이행동이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영향을영향을 미친다는미친다는 것을것을 과소평가하지과소평가하지 말아라말아라. . 당신의당신의
일상적인일상적인 행동은행동은 가치와가치와 믿음의믿음의 더할더할 나위나위 없는없는 본보기가본보기가 된다된다..

참된참된 마음마음과과 행동행동으로으로
기업의기업의 주요주요 결정사항을결정사항을 수행수행하라하라

사례사례: : 로스트로스트 애로우애로우 사사

리더인리더인 이본이본 취나드는취나드는 회사가회사가 자연자연 환경보존에환경보존에 힘써야힘써야 한다고한다고 믿었다믿었다..
이본이본 취나드가취나드가 한일한일

세전이익의세전이익의 10%10%를를 환경운동에환경운동에 기증기증

지연친화적지연친화적 공법을공법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기업으로부터 섬유를섬유를 공급공급 받음받음

암벽등반에서암벽등반에서 환경을환경을 보호할보호할 수수 있는있는 너트너트(nut)(nut)를를 개발해개발해 출시출시

취나드는취나드는 행동행동으로으로 실천실천했고했고, , 직원들은직원들은 동기동기를를 부여부여 받아받아 전적으로전적으로 충성충성을을 바쳤다바쳤다..

언행일치언행일치
말만말만 번지르르한번지르르한 사람은사람은 리더로서의리더로서의 자격이자격이 없다없다. . 말했으면말했으면 그대로그대로 실천실천하라하라. . 말만하지말만하지 말말
고고 실천하라실천하라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efuse.com/Plan/leadership-lessons.jpg&imgrefurl=http://www.efuse.com/Plan/leadership_section.html&h=256&w=251&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1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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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2.2. 단호함단호함
훌륭한훌륭한 리더리더가가 될될 수수 있는지있는지 여부는여부는

의사의사 결정결정 능력능력에에 달려달려 있다있다. . 
의사결정의사결정 능력이야능력이야 말로말로 원활하게원활하게 기능하는기능하는

팀과팀과 리더들의리더들의 공통적인공통적인 특징이다특징이다..

결단결단을을 내리는내리는 것이것이 쉽진쉽진 않지만않지만 수집한수집한 자자
료에료에 기초하여기초하여 충분히충분히 분석했으면분석했으면 분별력을분별력을
가지고가지고 결정결정을을 해야해야 한다한다..
스탠퍼드스탠퍼드 대학의대학의 초대초대 총장인총장인

데이비드데이비드 스타스타 조단조단(David Starr Jordan)(David Starr Jordan)
““모든모든 자료가자료가 구비된구비된 듯듯 보이면보이면 나는나는 단번에단번에 예예, , 아니오아니오 를를 결정결정한한
다음다음 위험위험을을 무릅쓴다무릅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ccyaa.org/images/leadership.jpg&imgrefurl=http://www.ccyaa.org/main.html&h=176&w=169&prev=/images%3Fq%3Dleadership%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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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에직관에 따라따라 결정하라결정하라
가장가장 뛰어난뛰어난 결정을결정을 하는하는 사람들은사람들은 머리머리 터지게터지게 분석도분석도 하지만하지만 직관직관에에
따라따라 움직인다움직인다..
직관을직관을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방법

문제문제의의 본질본질 또는또는 의사의사 결정결정의의 본질본질을을 생각하라생각하라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문제문제에만에만 집중집중하라하라
본질본질만만 추출한추출한 다음다음, , 스스로스스로에게에게 질문질문하라하라

이렇게이렇게 하다하다 보면보면 시간이시간이 지나면서지나면서 직관에직관에 따라따라 멋지게멋지게 조율된조율된 감각감각을을
개발개발하게하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결정에결정에 대해대해 공포하지공포하지 말고말고 하루하루 동안동안 자신을자신을 살펴라살펴라. . 맘이맘이 편해지면편해지면 제대로제대로 판단한판단한 것것
이다이다..
위험에위험에 상관없이상관없이 자신이자신이 옳다고옳다고 생각하는생각하는 그대로그대로 행동할행동할 수수 있는있는 용기용기가가 필요하다필요하다..

EX)EX)용기를용기를 가지고가지고 직관을직관을 행동한행동한 대표적인대표적인 인물인인물인 트루먼트루먼 대통령대통령

19511951년년 자신의자신의 위상뿐만위상뿐만 아니라아니라 한반도한반도 전쟁상황에서도전쟁상황에서도 어려운어려운 상황이었지만상황이었지만

‘‘직관에직관에 따라따라’’ 맥아더맥아더 장군을장군을 수단과수단과 방법을방법을 가리지가리지 않고않고 물러나게물러나게 했다했다..
후에후에 트루먼이트루먼이 할할 말말

‘‘직감에직감에 따라따라 무엇인가무엇인가 해야해야 할할 일이일이 있다면있다면, , 그것을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할해결할

수록수록 그만큼그만큼 모든모든 사람이사람이 좋아진다좋아진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appl.nasa.gov/career_dev/images/managers_home.jpg&imgrefurl=http://appl.nasa.gov/career_dev/classroom_training/schoolhouse_home.htm&h=208&w=163&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1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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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결정하지 않는않는 것보다것보다
좋지좋지 않은않은 결정이라도결정이라도 하라하라

100%100%확신에확신에 찬찬 결정은결정은 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 . 설령설령 잘못잘못
된된 결정이라도결정이라도 결정을결정을 내리고내리고 문제문제를를 껴안아라껴안아라..
실수를실수를 통한통한 배움배움
사람들은사람들은 실수할실수할 까봐까봐 두려워하고두려워하고, , 잘못된잘못된 결정이라도결정이라도 내려야내려야 한다는한다는 말말
을을 따르려따르려 하지하지 않는다않는다..
실수실수를를 통해통해서서 사실을사실을 깨닫고깨닫고 살아가는살아가는 법법을을 배워야배워야 한다한다..
운동선수가운동선수가 극복할극복할 수수 없는없는 한계까지한계까지 운동운동 함으로서함으로서

강해지는강해지는 것것 처럼처럼 실수실수를를 통해통해 강해지는강해지는 것것이다이다..
실수를실수를 두려워한두려워한 나머지나머지 가치가치 있는있는 일을일을 하지하지 못하는못하는

소심한소심한 사람이사람이 아니라는아니라는 증거를증거를 보여라보여라

모토로라의모토로라의 창업자창업자 폴폴 갈빈갈빈

““실수를실수를 두려워하지두려워하지 말라말라. . 지혜지혜는는 종종종종 실수실수에서에서 얻게얻게
되는되는 법법이다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tigerpumping.com/images/muscle/go4muscle/unbelievably_massive_upper_body.jpg&imgrefurl=http://www.tigerpumping.com/galleries/muscle/muscle001.html&h=575&w=435&prev=/images%3Fq%3Dmuscle%26start%3D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kr.motorola.com/stat/count.asp?hostid=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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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단호하게 결정하되결정하되
외골수처럼외골수처럼 행동하지행동하지 말라말라

결정을결정을 내렸으면내렸으면 실행에실행에

옮겨야옮겨야 겠지만겠지만

새로운새로운 정보정보를를 얻었거나얻었거나

새로운새로운 환경환경에에 맞닥뜨렸을맞닥뜨렸을 때는때는
상황에상황에 맞게맞게 변화변화해야해야 한다한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crmfilms.com/leadership/header.jpg&imgrefurl=http://www.crmfilms.com/leadership/&h=260&w=160&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2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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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그룹 의사의사 결정결정

적절한적절한 시기에시기에 의사의사 결정결정을을 하부하부 조직에조직에 위임위임하라하라
직원들이직원들이 의사의사 결정결정 ‘‘근육근육’’을을 기를기를 기회를기회를 제공하라제공하라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위임한위임한 의사결정을의사결정을 명확히명확히 파악하고파악하고,,결정에결정에 책임을책임을 지게지게 하라하라

광범위광범위한한 실천실천이이 중요한중요한 결정인결정인 경우경우에에 그룹차원그룹차원에서에서 결결
정정하라하라
당신의당신의 의견을의견을 개진하되개진하되 개방적인개방적인 태도로태도로 다른다른 사람의사람의 의견을의견을 수용하라수용하라

결정이결정이 합의에합의에 의한의한 것인지것인지 독단에독단에 의한의한 것인지것인지 명확히명확히 구분하라구분하라

의사의사 결정결정 과정에서과정에서 기탄없이기탄없이 이견이견을을

개진개진할할 수수 있는있는 분위기분위기를를 조성조성하라하라

어떠한어떠한 상황에서라도상황에서라도 독단독단으로으로 결정결정하지하지 말라말라

거짓된거짓된 행동행동을을 하지하지 말라말라
당신이당신이 이미이미 결정을결정을 내린내린 상태에서상태에서 합의하려는합의하려는 것처럼것처럼 하는하는 것은것은 신뢰를신뢰를 잃는잃는 파파
괴적인괴적인 태도이다태도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nshmba.org/images/cover_03.jpg&imgrefurl=http://www.nshmba.org/&h=257&w=383&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3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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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잘못된 결정은결정은 당신이당신이 책임지고책임지고
잘된잘된 결정은결정은 직원과직원과 함께함께 나눠라나눠라

사태가사태가 좋지좋지 않게않게 돌아갈돌아갈 때때 ““이이 모든모든 사태는사태는

내내 책임책임이야이야..””라고라고 말할말할 수수 있는있는 용기용기가가 필요하다필요하다
직원에게직원에게 계속해서계속해서 존경을존경을 받고받고 싶고싶고 그들의그들의 헌신적인헌신적인 노력을노력을 기대한다면기대한다면
이렇게이렇게 하라하라

사태가사태가 좋게좋게 돌아가면돌아가면

직원에게직원에게 영광영광과과 명성명성을을 돌려라돌려라
나쁜나쁜 상황을상황을 바로바로 잡았다면잡았다면 그그 수고는수고는

어차피어차피 드러나게드러나게 되어되어 있다있다..

25002500년년 전전 중국의중국의 유학자유학자 노자의노자의 말말
““진정한진정한 리더는리더는 아랫사람들이아랫사람들이 큰큰 일을일을 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 
‘‘그리고그리고 마침내마침내 우리가우리가 해냈어해냈어’’라고라고 자랑스럽게자랑스럽게

말할말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동기동기를를 부여하는부여하는 사람이다사람이다..””

http://www.listopia.net/build/board/upload/librarian_NoJa.gif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ars.com/home/images/responsibility_pic.jpg&imgrefurl=http://www.mars.com/home/responsibility_image.html&h=289&w=304&prev=/images%3Fq%3Dresponsibility%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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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3.3. 집중력집중력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일을일을 먼저먼저 하라하라..””
한번에한번에 한한 가지가지 일에일에 집중하라집중하라

그그 다음다음 일은일은
생각하지도생각하지도 말라말라. . 
대안으로는대안으로는 어떤어떤 일을일을
성취할성취할 수수 없다없다. . ((피터피터 F. F. 드러커드러커))

기업을기업을 운영하면서운영하면서 오직오직 한한 가지가지 일에만일에만 집중할집중할 수는수는 없지없지
만만, ,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일을일을 끝낼끝낼 때까지는때까지는 그그 일에일에 최선을최선을 다하다하
면서면서 시간을시간을 쏟아야쏟아야 한다한다..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일을일을 가능하면가능하면 조금만조금만 정리해정리해 가지고가지고 다녀라다녀라. . 
중요한중요한 일이일이 세가지세가지 이상이라는이상이라는 것은것은 중요한중요한 일이일이 한가지도한가지도 없다는없다는 말과말과 같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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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일이 아닌아닌 시간을시간을 관리하라관리하라

일은일은 무한하지만무한하지만 시간은시간은 유한하기유한하기 때문에때문에 생산적생산적인인 일을일을
하려면하려면 시간을시간을 관리해야관리해야 한다한다. . 

시간을시간을 슬기롭게슬기롭게 관리해관리해 생산적인생산적인 일을일을 할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방법

시간시간이이 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 어디로어디로 흘러가는지흘러가는지 그그 방향방향
을을 자세하게자세하게 살피라살피라
주기적으로주기적으로 시간시간을을 추적추적하고하고
어디에어디에 시간이시간이 쓰이는가를쓰이는가를 분석하라분석하라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일에일에 시간시간을을 보내고보내고 있는가를있는가를 살살
피라피라
비전비전을을 제시제시하거나하거나 전략전략 수립을수립을 우선우선하고하고 있는있는
가를가를 살피라살피라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oftshape.com/collect/irtc/watch.jpg&imgrefurl=http://www.softshape.com/collect/irtc/&h=600&w=800&prev=/images%3Fq%3Dwatch%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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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어려운 선택일수록선택일수록
단호하게단호하게 재검토한다재검토한다

최우선최우선 사항이사항이 무엇인지무엇인지 정하고정하고 그그 외의외의 제외제외 사항들은사항들은 정하정하
는는 것은것은 망설이고망설이고 고민되는고민되는 문제이다문제이다..

이때는이때는 흔쾌하게흔쾌하게
할할 수수 없는없는 일을일을 먼저먼저 제외제외시켜라시켜라..

중요하고중요하고 중요치중요치 않은않은 일에일에 대해대해 결정을결정을 내리지내리지 못한못한 CEOCEO
의의 직원직원
최우선최우선 사항사항 2020개에개에 ‘‘집중하라집중하라’’라는라는 지시를지시를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 모두를모두를 하하
는는 것은것은 불가능하기에불가능하기에 제일제일 중요한중요한 일이일이 무엇인지무엇인지 CEOCEO에게에게 물었지물었지
만만 그도그도 무엇이무엇이 최우선최우선 인지인지 모르고모르고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CEOCEO는는 중요하고중요하고 중요치중요치 않은않은 것을것을 스스로스스로 분간할분간할 수수 없었다없었다..

결정이결정이 쉽진쉽진 않지만않지만 결정을결정을 내려라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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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4.4.대인관계대인관계
관계를관계를 구축하라구축하라.. 모든모든 관계에서관계에서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것것

은은 장기간장기간에에 걸쳐걸쳐 건설적인건설적인 대인대인관계관계를를 유지유지해해 나나
가는가는 것이다것이다..
리더들은리더들은 친밀한친밀한 관계를관계를 맺기맺기 위해위해 개인적개인적으로으로

시간시간을을 들이면서들이면서 힘을힘을 써써야야 한다한다..
어떤어떤 거래도거래도 장기간장기간 긍정적인긍정적인 관계를관계를 맺거나맺거나

발전시킬발전시킬 수수 있는있는 기회로기회로 생각하라생각하라

진정으로진정으로 관계를관계를 깊이깊이 있게있게 맺어야겠다는맺어야겠다는 마음이마음이 없는없는 형식적형식적인인 방법방법으으
로는로는 진정한진정한 관계관계를를 맺을맺을 수수 없다없다. . 더더 개인적개인적인인 방법방법으로으로 상호작용상호작용해야만해야만
진정한진정한 관계관계를를 맺을맺을 수수 있다있다..

조안조안 패브릭스패브릭스(Joan Fabrics)(Joan Fabrics)사를사를 완전히완전히 변모시킨변모시킨 래리래리 앤신앤신
(Larry (Larry AnsinAnsin))
사무실을사무실을 빠져빠져 나와나와 회사가회사가 어떻게어떻게 돌아가고돌아가고 있는지있는지 직접직접 보아야보아야 한다한다. . 
직원들과직원들과 이야기를이야기를 나누고나누고 그들의그들의 소리에소리에 귀를귀를 기울여야기울여야 한다한다. . 직접직접 보아보아
야야 한다한다. . 지시지시 사항만사항만 잔뜩잔뜩 내리면서내리면서 스스로스스로 담을담을 쌓지쌓지 말아라말아라.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yonsei.ac.kr/counsel/webzine/webzine08/images/img02.jpg&imgrefurl=http://www.yonsei.ac.kr/counsel/webzine/webzine08/webzine8_1.htm&h=187&w=256&prev=/images%3Fq%3D%25EB%258C%2580%25EC%259D%25B8%25EA%25B4%2580%25EA%25B3%2584%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Friday, April 29, 2005 page 24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비공식적인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사소통 망을망을 활용하라활용하라

직원과직원과 개인적개인적으로으로 접촉접촉하려면하려면 신속신속하고도하고도 비공비공

식적식적인인 의사소통의사소통 망망을을 활용활용하는하는 것이것이 좋다좋다..
효과적인효과적인 방법방법
메모지에메모지에 직접직접 직원들에직원들에 대해대해

간단하게간단하게 적는다적는다. . 
이이 메모로메모로 인해인해 직원들은직원들은 최고최고 경영자가경영자가

그들은그들은 물론물론 업무업무 내용내용과과 그들이그들이 무엇무엇을을 신경신경을을 쓰고쓰고 있는지있는지 까지까지

속속속속들이들이 알고알고 있다는있다는 사실사실을을 깨닫는다깨닫는다..

어떤어떤 수단을수단을 사용하든사용하든 비공식적비공식적이고이고 적시적시에에 이루이루

어져야어져야 하며하며 사려사려 깊고깊고 정직정직해야해야 한다한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iwow.co.kr/living/image/LE015m.jpg&imgrefurl=http://iwow.co.kr/living/LE015.htm&h=159&w=200&prev=/images%3Fq%3D%25EB%25A9%2594%25EB%25AA%25A8%25EC%25A7%258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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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직원이 쉽게쉽게 접근할접근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라하라

직원들직원들이이 당신을당신을 편하게편하게 대할대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방법을을 강구강구하라하라..

직원들은직원들은 최고최고 경영자경영자와와 직접직접 만나기를만나기를 원원
한다한다는는 사실을사실을 명심하라명심하라

IBMIBM의의 사례사례
토마스토마스 J. J. 왓슨왓슨 주니어는주니어는 ‘‘터터 놓고놓고 이야기이야기 하기하기’’를를 밀고밀고 나갔다나갔다..
““상사에게상사에게 불만을불만을 토로해도토로해도 해결해결 되지되지 않으면않으면 그들은그들은 내게내게 직접직접
찾아와찾아와 불만을불만을 말한다말한다. . 단단 한번만한번만 불만을불만을 말해도말해도 경영경영 방식방식에에 상상
당한당한 변화변화를를 가져가져 왔다왔다..””
십만십만 명명 이상이상의의 IBMIBM이지만이지만 직원들직원들은은

회장회장을을 찾아가찾아가 개인개인적으로적으로 면담면담할할 수수 있다있다..
““그런그런 사소한사소한 문제를문제를 다루기에는다루기에는 기업이기업이 너무너무 커버렸어커버렸어..””라고라고 말말
하는하는 것은것은 어설픈어설픈 변명거리이다변명거리이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i.cnn.net/cnn/2002/TECH/biztech/10/25/ibm.nanotechnology.reut/story.ibm.gif&imgrefurl=http://www.cnn.com/2002/TECH/biztech/10/25/ibm.nanotechnology.reut/&h=168&w=220&prev=/images%3Fq%3DIBM%26start%3D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tvgonline.org/images/counseler.gif&imgrefurl=http://www.tvgonline.org/webpages/My_Links.htm&h=150&w=190&prev=/images%3Fq%3Dcounseler%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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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회사가 어떻게어떻게 돌아가는지돌아가는지 파악하라파악하라
최고최고의의 기업기업 리더리더는는 시간을시간을 내서내서 회사의회사의

리듬리듬과과 활동활동을을 직접직접 느껴야느껴야 하는데하는데

최고의최고의 방법방법은은 문제가문제가 무엇이고무엇이고 어떻게어떻게

돌아가고돌아가고 있는지있는지 직원들은직원들은 어떻게어떻게 느끼고느끼고

있는지있는지 직접직접 눈으로눈으로 보고보고 귀로귀로 듣는듣는 것것이다이다..
최고최고의의 기업기업 리더리더는는 경영진의경영진의 의견을의견을 귀담아귀담아 듣는듣는 것만큼이나것만큼이나 생산생산
라인라인, , 현장현장 또는또는 연구실연구실 직원들직원들의의 의견의견을을 귀담아귀담아 듣는듣는 것이것이 중요중요하다하다
는는 것을것을 알고알고 있다있다..

EX)EX)월마트의월마트의 샘샘 윌튼은윌튼은 회사가회사가 돌아가는돌아가는

상황을상황을 직접직접 느끼기느끼기 위해위해 방법방법을을 지속적지속적으로으로 모색모색했다했다..
불쑥불쑥 월마트를월마트를 찾아가곤찾아가곤 했다했다..

하루하루에에 1010번도번도 찾아간찾아간 적이적이 있고있고 새벽새벽 22시시 3030분에분에 일어나일어나 빵을빵을 사가서사가서 야간야간 직원직원들과들과
대화대화를를 나누기도나누기도 하고하고 갑자기갑자기 배송트럭을배송트럭을 타고타고 직접직접 물류물류 배송배송 체제체제를를 점검점검한한 적도적도 있다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ultramar.ca/OurCompany/html_english/page_4/page_4_images/companyvision.jpg&imgrefurl=http://www.ultramar.ca/OurCompany/html_english/page_4/e_page_4.html&h=148&w=159&prev=/images%3Fq%3Dcompanyvis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yuritek.com/images/bener/welmart.gif&imgrefurl=http://www.yuritek.com/y_main.asp&h=33&w=112&prev=/images%3Fq%3D%25EC%259B%2594%25EB%25A7%2588%25ED%258A%25B8%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revvinwithford.com/images/chubby_twist_cap.jpg&imgrefurl=http://www.revvinwithford.com/info.htm&h=375&w=260&prev=/images%3Fq%3Dpassion%2Bcompany%26start%3D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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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사소한 것도것도 놓치지놓치지 말라말라

위대한위대한 기업을기업을 세운세운 사람들은사람들은 세부적인세부적인 것이것이 결코결코 사소하사소하
지지 않다는않다는 것을것을 알고알고 있고있고 실제실제 세부적인세부적인 것들도것들도 신경을신경을
쓴다쓴다. . 

세부적인세부적인 것것을을 어떻게어떻게 다루는가가다루는가가

곧곧 기업기업의의 핵심핵심 가치가치를를 결정결정한다한다. . 
EX) Mrs. Fields CookiesEX) Mrs. Fields Cookies의의 창업자창업자 데비데비 필즈는필즈는 불쑥불쑥 직매장에직매장에 들어가들어가
잘못잘못 구운구운 쿠키를쿠키를 재빨리재빨리 간파했다간파했다..
쿠키가쿠키가 사방으로사방으로 ¼¼인치인치 컸다컸다..
겨우겨우 ¼¼인치였지만인치였지만 세부적세부적인인 것을것을 강조강조하는하는 그녀는그녀는

강력하고강력하고 상징적상징적인인 방법방법으로으로 자신의자신의 뜻뜻을을 전달전달했다했다..
500~600500~600달러의달러의 쿠키를쿠키를 부드럽게부드럽게 쓰레기통에쓰레기통에 버리면서버리면서 말했다말했다..

““이이 쿠키는쿠키는 절대로절대로 먹음직스럽지먹음직스럽지 않군요않군요..””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chestnutshop.com/images/stores/Mrs.-Field_s-O.jpg&imgrefurl=http://www.chestnutshop.com/pages/mrs__fields.html&h=284&w=350&prev=/images%3Fq%3DMrs.%2BFields%2BCookies%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chocolatesbygini.com/cookies/MrsFcookiebook.jpg&imgrefurl=http://www.chocolatesbygini.com/mfcookiebook.html&h=196&w=209&prev=/images%3Fq%3DMrs.%2BFields%2BCookies%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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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개인적인 친밀과친밀과 지나친지나친 감독감독
개인적개인적 친밀친밀과과 지나친지나친 감독감독을을 혼동혼동하지하지 말라말라. . 지나친지나친 감독은감독은 파괴적파괴적
인인 행위행위이다이다. . 지나친지나친 감독은감독은 직원들을직원들을 억눌러억눌러 발전발전을을 늦어지게늦어지게 만들고만들고
결국결국 주눅든주눅든 직원들직원들만만 남게남게 된다된다..

세세한세세한 부분을부분을 제대로제대로 처리하려면처리하려면
특정특정한한 부분부분에에 대해대해 상징적상징적인인 행동행동을을

취함취함으로으로 그룹그룹 전체전체의의 가치가치를를 구축구축해야해야 한다한다..
상직적인상직적인 행동은행동은 직접직접 본보기본보기를를 보여보여 줌줌으로써으로써 영원히영원히 잊지잊지 못할못할
인상인상을을 남긴다남긴다. . 그러면그러면 엄격하게엄격하게 관리하지관리하지 않아도않아도 직원직원 스스로스스로 핵핵
심심 경영철학경영철학에에 따라따라 행동행동하게하게 되는되는 것이다것이다..

지나치게지나치게 감독하는감독하는 경영인경영인 직원과직원과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관계를관계를 맺는맺는 경영인경영인

직원을직원을 신뢰하지신뢰하지 못한다못한다.. 직원들을직원들을 믿는다믿는다..

세세한세세한 것까지것까지 자신이자신이 좌지우지하려좌지우지하려 든다든다.. 직원들의직원들의 능력을능력을 높이높이 산다산다..

자신만이자신만이 올바른올바른 결정을결정을 할할 수수 있다고있다고 믿는다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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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5.5. 강하면서도강하면서도 부드럽게부드럽게

사람을사람을 다루는다루는 기술기술
위대한위대한 기업을기업을 세운세운 리더들은리더들은 강하고강하고

부드러운부드러운 것의것의 역설역설을을 정확히정확히 알고알고 있다있다..
강하게강하게→→ 성과에성과에 대해서는대해서는

믿을믿을 수수 없을없을 정도로정도로 높은높은 기준기준을을

적용적용하여하여 직원들을직원들을 평가한다평가한다..

부드럽게부드럽게 →→ 성취성취 능력능력이이

대단하다고대단하다고 느낄느낄 수수 있도록있도록

직원들을직원들을 높이높이 평가평가한다한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terry.uga.edu/leadership/images/photo_16_a.jpg&imgrefurl=http://www.terry.uga.edu/leadership/look/&h=185&w=245&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2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lesechosformation.fr/images/formation/big-leadership.jpg&imgrefurl=http://www.lesechosformation.fr/formation/leadership/&h=166&w=140&prev=/images%3Fq%3Dleadership%26start%3D8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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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피드백의 중요성중요성

긍정적긍정적인인 피드백피드백은은 능력능력을을 향상향상시키는시키는 반면반면, , 
부정적부정적인인 피드백피드백은은 능력능력을을 떨어뜨린다떨어뜨린다..

긍정적인긍정적인 피드백을피드백을 가진가진 뛰어난뛰어난 리더리더

직원직원의의 입장입장에서에서 생각생각하고하고 더더

나아가나아가 그들을그들을 존중존중 한다한다..
항상항상 능력을능력을 가장가장 잘잘 발휘발휘 할할 수수 있는있는

자리자리에에 직원직원들을들을 앉히는앉히는 방법방법을을 모색모색한다한다..
어려운어려운 상황상황일일 수록수록 격려와격려와 지원지원을을 해준해준
다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rphomes.com/images/feedback.jpg&imgrefurl=http://www.rphomes.com/feedback.htm&h=229&w=220&prev=/images%3Fq%3Dfeedback%26start%3D4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genarts.com/pics/Feedback.jpg&imgrefurl=http://www.genarts.com/picture-index.html&h=162&w=240&prev=/images%3Fq%3Dfeedback%26start%3D18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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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으로서의스승으로서의 리더리더

직원을직원을 지도하거나지도하거나 비판비판해야해야 할할 경우경우 조언자조언자,,
스승스승이이 되면되면 직원직원은은 그것이그것이 진정으로진정으로 자신에게자신에게
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 것이라고것이라고 받아들인다받아들인다..
사례사례: : 컨티넨털컨티넨털 케이블케이블 비전의비전의 창업자인창업자인 어빙어빙 그로스벡그로스벡
(H. Irving (H. Irving GrousbeckGrousbeck))
““저는저는 항상항상 경영자경영자가가 직원직원의의 스승스승이이 되어야되어야 한다는한다는 생각으로생각으로 기업기업
을을 경영해경영해 왔습니다왔습니다. . 그리고그리고 실수를실수를 통해통해 직원들직원들이이 능력능력을을 향상향상
시킬시킬 수수 있는있는 방법방법을을 골몰골몰했습니다했습니다..””
어빙어빙 그로스백이그로스백이 대화한대화한 형식형식
성과가성과가 좋지좋지 않을않을 때때 문제해결을문제해결을 위한위한 좋은좋은 생각을생각을
위해위해 항상항상 직원의직원의 속사정을속사정을 물어본다물어본다. . 
직원이직원이 생각할생각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의견을의견을 몇몇 가지가지 덧붙인다덧붙인다. . 
자신도자신도 동일하게동일하게 같은같은 실수를실수를 하였고하였고, , 다음에다음에 더더 멋진멋진 일을일을 무리무리 없없
이이 진행하는진행하는 방법을방법을 가르쳐가르쳐 주겠다는주겠다는 의지를의지를 밝힘밝힘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gazettenet.com/10032002/images/hp.jpg&imgrefurl=http://www.gazettenet.com/10032002/gazette.shtml&h=245&w=189&prev=/images%3Fq%3DH.%2BIrving%2BGrousbeck%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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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높은 성취성취 목표를목표를 세운다세운다

높은높은 기대치기대치는는 성과성과를를 향상향상시킨다시킨다..
뛰어난뛰어난 리더리더
직원들이직원들이 자신을자신을 증명하고증명하고

발전하며발전하며 최선의최선의 노력을노력을

다할다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기회기회를를 제공한다제공한다..
기대치가기대치가 높은높은 일을일을 하도록하도록 직원직원을을 배치배치하고하고 충분히충분히
그그 일을일을 해낼해낼 수수 있으리란있으리란 믿음믿음을을 알린다알린다..
한한 사람사람 한한 사람이사람이 자신의자신의 능력능력을을 최대한최대한 발휘발휘할할 수수 있있
도록도록 함으로써함으로써, , 직원이직원이 어떤어떤 자리에자리에 있든있든 회사회사 전체전체가가
상당히상당히 높은높은 수준수준의의 성과성과를를 올리도록올리도록 할할 수수 있다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urgicaleducation.com/images/objects/feedback.jpg&imgrefurl=http://www.surgicaleducation.com/membership/&h=190&w=151&prev=/images%3Fq%3Dfeedback%26start%3D1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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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6.6. 의사소통의사소통
안타깝게도안타깝게도 실제로실제로 많은많은 기업의기업의 리더가리더가 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 하고하고 있지있지 않다않다. . 
하지만하지만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에서는에서는 의사소통의사소통이이 굉장히굉장히 활발활발하게하게 이루어지고이루어지고
있다있다. . 

뛰어난뛰어난 리더리더는는 위로위로, , 아래로아래로, , 
우회적으로우회적으로, ,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 회사회사 전체전체에에,,
서면서면으로으로, , 구두구두로로, , 공식적공식적으로으로,,
비공식적비공식적으로으로, , 모든모든 수단수단과과 방법방법을을
가리지가리지 않고않고 지속적지속적으로으로 의사소통의사소통을을 한다한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r2.com.au/images/downloads/communication.jpg&imgrefurl=http://www.r2.com.au/downloads/&h=160&w=240&prev=/images%3Fq%3Dcommunicat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ges.gov.uk/images/meeting.jpg&imgrefurl=http://www.ges.gov.uk/&h=224&w=246&prev=/images%3Fq%3Dmeeting%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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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비전과 전략에전략에 대해대해 대화를대화를 나눠라나눠라

목표에목표에 대해서대해서 계속해계속해서서 알려라알려라. . 
직원들이직원들이 한시도한시도 잊지잊지 않고않고

비전비전에에 대해대해 계속계속 생각하도록생각하도록 만들어라만들어라

사례사례: : 존슨존슨 앤앤 존슨의존슨의 CEOCEO였던였던 짐짐 버크버크(Jim Burke)(Jim Burke)는는 재직중재직중 일일
과과의의 40%40%를를 회사의회사의 비전에비전에 대해대해 의사소통하는의사소통하는 데데 할애할애했다했다..

회사회사 구석구석 구석을구석을 돌아다니면서돌아다니면서 사무실과사무실과 회의실에회의실에 있는있는 플립차트에플립차트에 회사의회사의 전략을전략을 그려그려
놓았다놓았다. . 
회의때도회의때도 거의거의 빼놓지빼놓지 않고않고 전략을전략을 나타내는나타내는 도표를도표를 그렸다그렸다..
메모지나메모지나 플립차트플립차트, , 화이트화이트 보드보드, , 게시판게시판, , 심지어심지어 냅킨에까지냅킨에까지 도표를도표를 남겨남겨 놓았다놓았다..

““저는저는 의식적으로의식적으로 도표를도표를 남겨남겨 놓습니다놓습니다..”” 메시지를메시지를 계속계속 보내는보내는 거죠거죠. . ““직직
원들이원들이 참조했으면참조했으면 하는하는 마음에마음에 남겨놓은남겨놓은 것으로서것으로서 일종의일종의 잠재의식적인잠재의식적인

제안이라고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합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softwin.co.kr/InvestInfo/InvestInfo/images/vision.jpg&imgrefurl=http://www.softwin.co.kr/InvestInfo/InvestInfo/Index.asp%3Fmode%3D1&h=190&w=278&prev=/images%3Fq%3Dvision%26start%3D26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www.global-vision.org/gifs/gvposterSM.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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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와유추와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라사용하라

회사의회사의 가치가치와와 정신정신을을 설명할설명할 때때 가장가장 강력한강력한
의사소통의사소통 수단수단인인 유추유추, , 우화우화, , 은유은유, , 
구체적인구체적인 묘사묘사를를 사용사용하라하라

유추가유추가 논리적으로논리적으로 정확한지는정확한지는 신경신경 쓰지쓰지 말아라말아라..
중요한중요한 것것은은 논리적논리적으로으로 옳으냐옳으냐가가 아니라아니라 효과적효과적으로으로
의사소통의사소통을을 하는하는 것이다것이다..
EX)EX)애플애플(Apple)(Apple)의의 비전을비전을 전달한전달한
스티브스티브 잡스잡스(Steve Jobs)(Steve Jobs)
자전거를자전거를 탄탄 사람은사람은 가장가장 잘잘 나는나는 새처럼새처럼 능률적입니다능률적입니다. . 인간은인간은 잠재잠재
되어되어 있는있는 능력을능력을 개발하고개발하고 발전시킬발전시킬 수수 있는있는 도구를도구를 만들만들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 바로바로 그그 도구가도구가 컴퓨터컴퓨터이고이고 자전거자전거 입니다입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apple.com/ch/home/images/ibook.gif&imgrefurl=http://www.apple.com/ch/&h=190&w=320&prev=/images%3Fq%3DApple%2Bcomputer%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ace-ks.com/images/apple.gif&imgrefurl=http://www.mace-ks.com/02Mar/sponsors2.html&h=216&w=324&prev=/images%3Fq%3DApple%2Bcomputer%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humboldt.edu/~speech/communication.gif&imgrefurl=http://www.humboldt.edu/~speech/home.html&h=300&w=400&prev=/images%3Fq%3Dcommunicat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index-workshop.com.hk/why/imgs/communication.jpg&imgrefurl=http://www.index-workshop.com.hk/why/&h=191&w=225&prev=/images%3Fq%3Dcommunicat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imio.com/meetings/images/meeting.jpg&imgrefurl=http://www.mimio.com/meetings/&h=181&w=260&prev=/images%3Fq%3Dmeeting%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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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사적인 교류를교류를 통해통해 공식적인공식적인
의사소통의사소통 망을망을 강화하라강화하라

유독유독 친밀함친밀함을을 주고주고 마음을마음을 확확 사로잡는사로잡는

강연강연 같은같은 효과효과를를 얻을얻을 수수 있는있는 두두 가지가지 방법방법

첫쨰첫쨰, , 자신자신을을 드러내라드러내라..
자신의자신의 체험이나체험이나 세계에세계에 대한대한 자신만의자신만의 견해를견해를 이야기하면이야기하면 직원과직원과 친밀친밀
해해 지기지기 쉽다쉽다. . 

둘째둘째, , 직접적이고직접적이고 친밀친밀하고하고 솔직한솔직한 태도태도로로 대하라대하라..
친구라든가친구라든가, , 동료라는동료라는 단어를단어를 사용하고사용하고 활기차게활기차게 행동하고행동하고 명확한명확한 언어언어
를를 사용하되사용하되 똑똑똑똑 끊어서끊어서 잃어라잃어라..

의사소통의사소통 시시 해선해선 안될안될 말말
““회사가회사가 노사노사 관계를관계를 다루는다루는 방식이방식이 마음에마음에 들지들지 않는다고않는다고 말하는말하는 사람들이사람들이 있습있습
니다니다..””(X)(X)
““불편부당한불편부당한 대우를대우를 받고받고 있다고있다고 생각하는생각하는 직원들이직원들이 있습니다있습니다..””(O)(O)

““우리는우리는 맥아맥아 음료음료 제품의제품의 가치와가치와 품질품질 벡터벡터 최대화에최대화에 힘쓰고힘쓰고 있습니다있습니다..””(X)(X)
““우리는우리는 최고의최고의 맥주를맥주를 생산하고생산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O).(O)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brookfielditi.fiserv.com/images/meeting.jpg&imgrefurl=http://brookfielditi.fiserv.com/sales/conferences.htm&h=155&w=207&prev=/images%3Fq%3Dmeeting%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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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사실 있는있는 그대로그대로 밝혀라밝혀라

좋지좋지 않은않은 소식인데도소식인데도 좋은좋은 소식인소식인 것처럼것처럼

눈가림눈가림하여하여 말하는말하는 것은것은

엄청엄청난난 실수실수를를 저지르는저지르는 것이다것이다..
솔직하게솔직하게 드러내드러내는는 게게 제일제일 좋다좋다..

직원들은직원들은 속이려속이려 한다는한다는 사실과사실과 바보처럼바보처럼 대접대접 받는다는받는다는
사실에사실에 넌더리를넌더리를 낸다낸다..
직원들직원들은은 직접직접 나서서나서서 솔직솔직하고하고 직접적직접적으로으로 의사의사 소통소통하하
는는 리더리더를를 좋아한다좋아한다는는 사실을사실을 명심하라명심하라

http://www.nus.edu.sg/celc/images/celc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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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 활성화활성화 하라하라
의사소통은의사소통은 모든모든 차원차원에서에서, , 모든모든 방향방향에서에서 이루어져이루어져야만야만 하기하기
때문에때문에 조직내의조직내의 의사소통의사소통 촉진촉진 방안방안을을 알아보도록알아보도록 하겠다하겠다..
질문질문을을 많이많이 하되하되 대답할대답할 시간시간을을 주어라주어라

직원이면직원이면 적어도적어도 중요한중요한 회의회의 하나하나 쯤은쯤은 정기적정기적으로으로 참석참석하게하게 하라하라

회의에서회의에서 적어도적어도 한가지한가지 이상이상은은 질문질문하게하게 하고하고, , 무엇이든무엇이든 물을물을 수수 있는있는 분위기분위기를를
조성조성하라하라. . 질문할질문할 때때 질문에질문에 대해대해 칭찬칭찬을을 해서해서 분위기를분위기를 좋게좋게 하라하라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항상항상 ““마음속에마음속에 생각하고생각하고 있는있는 바를바를 말하라말하라..””고고 부탁부탁하라하라
이견이견을을 내놓은내놓은 사람이사람이 있더라고있더라고 귀담아귀담아 듣는듣는 습관습관을을 갖도록갖도록 만들어라만들어라

자발적자발적으로으로 움직여라움직여라. . 함께함께 일하는일하는 분위기분위기를를 만들어라만들어라

형식주의를형식주의를 버리고버리고 직원직원의의 마음마음을을 편하게편하게 해해 주어라주어라

사이가사이가 안안 좋은좋은 직원들직원들 사이에서사이에서 중재중재 하지하지 말고말고 서로서로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라해결하라고고 하라하라

감정감정과과 생각생각을을 마음껏마음껏 드러낼드러낼 수수 있는있는 분위기를분위기를 조성하라조성하라

의견의견이이 어떠냐고어떠냐고 자꾸자꾸 물음물음으로서으로서 말이말이 없는없는 사람사람도도 논의논의에에 참여참여하게하게 만들어라만들어라

사안사안이이 맘맘에에 들지들지 않더라도않더라도 중요한중요한 사안을사안을 제안제안한한 사람에게사람에게 고마움고마움을을 표하라표하라..

실수를실수를 하더라도하더라도 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 하는하는 쪽으로쪽으로 실수하라실수하라
이런이런 실수는실수는 아무리아무리 많이많이 해도해도 지나치지지나치지 않다않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5.tiaa-cref.org/careers/candidate/images/meeting.jpg&imgrefurl=http://www5.tiaa-cref.org/careers/candidate/benefits.html&h=206&w=150&prev=/images%3Fq%3Dmeeting%26start%3D1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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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리더십7.7. 진취성진취성

위대한위대한 기업의기업의 리더들은리더들은

개인적개인적 성장으로서성장으로서

회사와회사와 함께함께 끊임없이끊임없이

앞으로앞으로 나아갔지만나아갔지만

결코결코 만족만족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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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열심히 일해라일해라

열심히열심히 일한다는일한다는 것은것은 성공성공을을

위해위해서서 일하는일하는 것으로서것으로서

건강건강하고하고 활기차며활기차며

죽는죽는 날까지날까지 기쁘게기쁘게

할할 수수 있는있는 것이다것이다..

반면반면 일일 중독중독은은 공포심공포심과과 강박관념강박관념 때문에때문에 일하는일하는 것으것으
로서로서 전혀전혀 효율적효율적이지이지 않고않고 많이많이 일한다고일한다고 해서해서 좋은좋은 것것
도도 아니다아니다..

http://www.interconnection.bellsouth.com/enhancedsolutions/pics/runn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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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진정 뛰어난뛰어난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해위해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자기자기 혁신에혁신에 힘쓰라힘쓰라

뛰어난뛰어난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조언조언
뛰어난뛰어난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해위해 부단히부단히 노력노력하라하라

끊임없이끊임없이 경영경영 기술을기술을 배우고배우고 훈련훈련하라하라

목표목표를를 높게높게 잡고잡고 단호한단호한 마음으로마음으로 끊임없이끊임없이 추구추구하라하라

하루하루하루하루가가 좋아질좋아질 수수 있도록있도록 항상항상 노력하라노력하라

약점약점과과 단점단점에에 신경신경 써라써라

약한약한 부분부분과과 반드시반드시 해야해야 할할 일일에에 대해대해 가차없이가차없이 피드백피드백을을 구하라구하라

동료와동료와 직원에게직원에게 당신의당신의 리더십리더십에에 대해대해 솔직한솔직한 비판을비판을 구하라구하라

당신의당신의 업무와업무와 관련이관련이 없는없는 객관적인객관적인 위치에위치에 있는있는 사람에게사람에게도도 의의
견견을을 말해달라고말해달라고 부탁부탁하라하라

이이 같은같은 조언들을조언들을 지키려고지키려고 노력하는노력하는 것은것은 고통스럽지만고통스럽지만 상당히상당히 유익유익하다하다. . 자자
신의신의 단점을단점을 지적지적 받으면받으면 상처를상처를 받지만받지만 입에입에 쓴쓴 약이약이 몸에몸에 좋은좋은 것처럼것처럼 단점단점
을을 지적지적하는하는 피드백피드백은은 꼭꼭 필요필요한한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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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항상 사기사기 충전하라충전하라

위대한위대한 리더리더는는 힘차게힘차게 사업사업에에 전념전념했다했다..
항상항상 열정적열정적으로으로 살아가는살아가는 지름길지름길을을 뽑으라면뽑으라면

항상항상 변화하는변화하는 것것을을 들들 수수 있다있다..
변화하려면변화하려면 에너지에너지를를 소모소모해야해야 하지만하지만 그보다그보다 훨씬훨씬 많은많은

새로운새로운 에너지에너지가가 생성생성되기되기 마련이다마련이다..

사기사기 충전한충전한 위대한위대한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자기자기 관리관리

위대한위대한 리더들에게리더들에게 은퇴란은퇴란 것을것을 상상조차상상조차 하지하지 않는다않는다. . 
육체적으로육체적으로, , 감정적으로감정적으로, , 정신적으로정신적으로 자기자기 자신에게자신에게 신경을신경을 써라써라..
어떤어떤 활동을활동을 하든하든 활기차고활기차고 혈기혈기 왕성하게왕성하게 건강을건강을 유지해야유지해야 한다한다..
지금지금 하고하고 있는있는 일을일을 좋아해라좋아해라. . 자신의자신의 일을일을 즐기지즐기지 않는않는 위대한위대한
리더는리더는 단단 한한 명도명도 없다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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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인낙관적인 태도와태도와 인내심인내심

아름다운아름다운 장미에는장미에는
가시가가시가 있는있는 법이다법이다. . 
회사가회사가 좋아질좋아질 것이라는것이라는
낙관적인낙관적인 태도와태도와 인내심을인내심을 가져라가져라

19871987년도년도 MIPSMIPS컴퓨터의컴퓨터의 CEOCEO로로 임명되어임명되어 회사를회사를 적자적자
에서에서 흑자로흑자로 전환시킨전환시킨 밥밥 밀러밀러
과묵하고과묵하고 자신에자신에 대해대해 자신이자신이 없는없는 사람이었지만사람이었지만 그의그의 단호하고단호하고
도도 강한강한 확신에서확신에서 MIPSMIPS는는 잠재력이잠재력이 충분한충분한 기업임을기업임을 알알 수수 있었있었
다다..
그는그는 사업을사업을 사명으로사명으로 여기고여기고 굳은굳은 결심으로결심으로 포기하지포기하지 않고않고 진취진취
적으로적으로 나아갔다나아갔다..

http://kr.kids.yahoo.com/study/scien/creature/images/rose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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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기업을 계속해서계속해서 발전시켜라발전시켜라

““위대한위대한 기업은기업은 계속해서계속해서 앞으로앞으로
나아간다나아간다..””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

위대함은위대함은 종점이종점이 아니라아니라

길고길고 힘들며힘들며 구불구불한구불구불한 지나가는지나가는 길이다길이다..
개선하고개선하고 노력노력했을했을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새로운새로운 일을일을 꾸몄다꾸몄다..
안정된안정된 뒤에도뒤에도 새로운새로운 도전과도전과 새로운새로운 위험위험, , 새로운새로운 모험모험
을을 찾고찾고 새로운새로운 목표목표를를 세운다세운다..



Friday, April 29, 2005 page 45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기를기를 북돋워라북돋워라

““우리는우리는 높고높고 어려운어려운 목표를목표를 달성달성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왜냐하면왜냐하면 여러분여러분
을을 믿기믿기 때문때문입니다입니다..””
뛰어난뛰어난 리더리더
뛰어난뛰어난 스승처럼스승처럼 직원에직원에 대한대한 인식인식과과, , 기대감기대감, , 새로운새로운
차원으로차원으로 성장할성장할 수수 있는있는 아이디어아이디어를를 일깨우며일깨우며 직원직원 안안
에에 있는있는 소중한소중한 자질자질을을 눈여겨보라눈여겨보라

직원들직원들 모두가모두가 그들의그들의 이상을이상을 실현시킬실현시킬 수수 있다는있다는 확신확신
을을 가지고가지고 직원들의직원들의 뛰어난뛰어난 자질과자질과 이이 같은같은 자질을자질을 드드
러내도록러내도록 하는하는 시련을시련을 통해통해 사람들을사람들을 변화변화시켜야시켜야 한다한다..

http://www.coba.unt.edu/plp/images99/applaus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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