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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당신은 좀 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의 피드백을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비전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에게 이미 비전이 있는지도 모른다. 

비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를 향한 강력한 계획과 (어쩌면

당신에게 이미 있을 수 있다), 둘째, 그 비전을 향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할 것이다.)

특효약은 없다. 그러나 다음 아이디어들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열정을 더하라 (Add passion): 비전에 대해 설명할 때 고무적이고 열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가? 이를테면, 짐 콜린스(Jim Collins)가 『크고 흥미로운 대담한 목표 (Big Hairy 

Audacious Goals)』에서 서술했던 BHAGs(Be’hags로 발음함), 톰 피터스(Tom 

Peters)가 언급했던 “엑설런스(excellence)”, 그리고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하려했던 “우주에 흔적 남기기(making a dent in the universe)” 등을 참고하자. 당신이

말할 때 영감이 있는 인용문들이나 당신의 열정을 담은 용어를 선택했는지 돌아보자. 

팀원들에게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렸는가?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당신의 열정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비전 실현 (Live the vision): 매일의 일상에서 가는 모든 곳마다 비전을 제시하라. 비전에

대해 말하고, 비전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비전 실현에 도움을 주는 직원들을 선택하라.

■ 비전을 점검하라 (Review the vision): 부하 직원들에게 당신의 비전에 대해 물어보자. 

다음의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 비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 비전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 비전 실현에 대한 예시를 줄 수 있는가?

⚫ 비전 실현의 어떤 부분이 쉽거나 어려운가?

⚫ 이 비전이 실현된다면 당신에게 직업상의 변화가 있을까?

⚫ 비전 실현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술, 자원은 무엇인가?

⚫ 비전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비전 실현을 보상하라 (Reward living the vision): 다른 팀원들이 “비전 실현”을 이루거나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비전: 직원들을비전에동참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