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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역할은 탤런트(talent)를 기르는 것이다. 직원들의 커리어, 목표들, 그리고 그들이 충족감을

느끼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직원들의 적절한 목표 설정과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음 승진에서는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은가? 그 포지션에 오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당신의 현재 역할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당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 당신 스스로 정한 목표를 위해 현재의 업무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 당신이 원하는 포지션에 오르기 위해 여전히 배워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의 업무 또는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훈련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3년 후의 당신 모습은? 10년 후의 모습은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 완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당신의 목표 완수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당신의 현재 위치에서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

직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완수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일이다. 다음의 4C 툴은 이러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 질문: “당신이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해냈으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 “완수(Complete)”라고 적힌 포지션 항목에 답을 적어보자.

■ 질문: “당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지속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 

- “지속(Continue)”이라고 적힌 포지션 항목에 답을 적어보자.

■ 질문: “당신이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원하지 않는 업무는 무엇인가?” 

- “회피(Circumvent)”라고 적힌 포지션 항목에 답을 적어보자.

■ 질문: “당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 

- “철회(Close down)”라고 적힌 포지션 항목에 답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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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함께 위의 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한다. 

■ 이 요약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재의 기술들은 무엇인가? 

■ 당신이 향후에 하고 싶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인가?

■ 당신이 원하지 않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옵션들이 현재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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