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을찾는 여행

청아어린이집

이종신 교수



링컨 : 미합중국의 분열을 막는 것

넬슨 만델라 : 인종차별 종식

테레사수녀 :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것

모세 :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전태일 : 노동자의 인권을 찾는 것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



• Calling 부름, 소명

• 역사, 사회, 국가, 세대, 시대, 어떤 집단이나 개인 등의 

부름. 예, 성경의 모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 내가 태어난 이유

• 직장인이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기관을 성장시

키는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것

• 자신의 욕망을 소명으로 만드는 경우 인정받지 못함

• 나의 성향에 따라 인정, 영향력, 안정추구는 부름에 응답

하는 나만의 표현이 됨

Mission 사명



• Calling ?

나의 소명



• 결과지향적인 그림(Result-oriented Picture)

• 사명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미래의 완성된 모습

• 미래에 대한 밑그림

• 과거와 현재를 연결, 일하고 학습하게 하는 힘

• 구체적일수록 좋음

   예, 가난한 영유아가 차별 받지 않고 보육 받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Vision 비전



• 길잡이 기능

• 비판적 기능

• 촉진기능

비전의 기능



• 주도적 자세를 취하라

•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 꿈꾸는 자유를 허락하라. 

• 감각을 활용하라.

•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 자신을 완성된 그림 속에 넣어라.

비전 설정 가이드라인



Want 찾기

• 놀이

• 꿈



Want 찾기

• 현재 want

• 미래 내 모습

Ø Good /Gain



• 3년, 5년, 10년 후

시나리오 작성하기



Plan
목 표

장기계획

단기계획

우선순위
Start



Core values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비전선언

나는

………………………………………………………………사람이다                                           

                            



청아 어린이집 
비전 세우기



사명
Mission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이 두 번 있다.

한 번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른 한번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을 때이다.

                              
파라그레이 [스무살의 백만장자 그레이] 중 



Mission

Ø 우리 어린이집의 존재이유

Ø 교직원에게 자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려줌

Ø 모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줌



Mission 사례

• 환자를 안심시킨다                             OO병원 응급실

•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월트디즈니

• 물을 이긴다                                     코카콜라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든다                   애플    

• 아동중심의 보육환경과 행복한 관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OO어린이집



• 보육이란 무엇인가?

• 청아어린이집은 이곳에 왜 만들어졌는가? 

• 청아어린이집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무
엇인가?



• 청아어린이집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들의 바람
(want)은 무엇인가?

Ø영유아

Ø학부모

Ø지역사회

Ø교직원



Ø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Ø누구를 위해

Ø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사명문 작성 기준



청아어린이집의 사명



비전
VISION



비전이란

우리가 미래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분명한 그림

꿈이 실린 목표



비전의 특징

• 상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의 모습이 보여야 함)

•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함)

•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함)



교직원은 비전의 주체

• 청아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청아어린이집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청아어린이집 비전 탐색

• 청아어린이집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고객 Want 탐색)

    

• 3/5년 후에 기대하는 어린이집 모습은?(평판, 소문 등)



비전문 작성 기준

•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성취되어야 할 모습을 표현

  - 어린이집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목표)

  -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 어린이집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지



청아어린이집의 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