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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완수, 업무 태도, 업무 태만 또는 기타 교정이 필요한 직원을 식별해야 한다.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라 (Take a clear-eyed look at what’s going on around you).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가 반가운 일인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 마찰 상황을 다루는 당신의 일반적인 태도를 검토한다. 대결 상황을 미루는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가? 문제를 회피하는 편인가? 과거에 당신이 취했던 강점과 취약점

모두를 솔직하게 떠올려보고 적어본다.

■ 조직의 규제 프로세스를 검토하자. 문제 직원을 다룰 때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재확인한다. 당신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상급자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 당신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 직원에 대한 문서를 검토한다. 날짜와 일시는 확인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 직원과의 과거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며 문제점을 명확히 적시한다.

■ 문제 직원과의 미팅 목적을 분명히 한다. 상황을 분명히 하고 싶은지, 문제 직원에게 교정

내용을 인식시키고 싶은지, 상대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음을 알리고 싶은지, 또는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인지 정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적어본다.

■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미리 설계한다.

■ 문제 직원의 예상 반응을 준비한다. 상대의 거부가 예상되는가? 눈물을 흘릴까? 이해를

하지 못할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적어본다.

■ 당신의 부적절한 반응을 미리 대비한다. 너무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는 편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편인가? 당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수하는가? 쉽게 삼천포로 빠지는가? 일대일

면전 앞에서 너무 관대한 편인가? 당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미리 적어본다.

■ 미팅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계획한다.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가? 문제 직원과의 면담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미팅 시작 15분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또한 대화가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미팅 종료 시점에서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 미팅에서의 일을 검토하고 회고한다. 무엇이 잘 해결되었는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르게 했다면 좋았을까? 당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 미팅 중에 당신이 동의한 일에 대해 완수하도록 하자. 미팅의 세부사항, 논의 결과 및 사후

단계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 해당 직원에게 남겨진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후 미팅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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