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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급편

기본이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슈퍼캣 업무 가이드

슈퍼피플의 마음가짐: 일을 잘하는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슈퍼피플의 태도: 태도가 실력이 된다
회의 잘하는 방법: 회의 이렇게만 하세요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똑똑하게 실수하기
보안 잘 지키는 방법: 통신보안! 사내보안!
슬랙 활용법: 슬랙 초보를 위한 안내서
이메일 작성법: 이메일 초보를 위한 안내서

SUPERCAT
슈퍼피플의 마음가짐: 일을 잘하는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압도적 최고 추구하기
일을 할 때 기준은 높게, 꿈은 크게, 늘 도전하며,
단순히 업무를 해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압도적 최고로 해내는 것을 추구해요!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일을 왜 해야 하지?’라고 묻고 시작해보세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개인전 보다 팀플레이
뛰어난 개인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팀이 함께하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팀플레이어 정신으로 동료와 함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입사하던 그 날의 기대와 설렘, 열정과 목표를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언제나 성장하는 슈퍼피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2
중급편

일잘러가 되기 위한
슈퍼캣 업무 가이드

슈퍼피플이 일하는 방식: 일잘러 슈퍼피플이 되는 방법
업무 커뮤니케이션 방법: 회사에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비상!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 받는 사람의 태도: 다 나 잘되라고 하는 피드백이다
피드백 하는 사람의 태도: 피드백과 비난은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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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피플의 일하는 방식: 일잘러 슈퍼피플이 되는 방법
목적지 정하고 달리기
일을 왜 해야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른채 무작정 달리는 것과 같아요.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보아요!

우선순위 정하기
업무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로 진행해주세요.
많은 동료들이 함께해야 하는 업무는 담당자와 일정도 명확히 설정해주세요!

중간 공유는 필수
내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중간 공유를 꼭 리더에게만 해야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중간 공유를 해주세요!

더블 체크와 크로스 체크
업무를 진행하며 실수가 없는지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른 동료들과 협업 중이라면 크로스 체크도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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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처음인 슈퍼피플을 위한
슈퍼캣 업무 가이드

일 잘하는 팀 만드는 방법: 팀플레이 잘 하는 방법
리더의 역할: 리더는 일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팀원 동기 유발하는 방법: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빠르게 의사결정 하기: 빨리 결정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권한 위임하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간다
리더의 피드백: 리더의 피드백은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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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팀이 일하는 방법: 팀플레이 잘 하는 방법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효율적인 일하기는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데서 시작해요.
업무를 위한 도구부터 문서의 양식, 커뮤니케이션 방법까지
모두 통일된 프로세스로 일해요.

프로세스 구체화 하기
업무 프로세스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해요. 일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목록, 우선 순위, 시작일과 종료일을 상세히 정해주세요.
이 때 해야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함께 정리하면 더 좋아요.

담당자 정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자의 업무 범위인지 모두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해주세요. 각자의 업무 범위를 알고 서로의 업무 범위를
알고 있으면 일을 책임감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은 빠르게
빠른 결정은 빠른 개선을 부르고, 빠른 개선은 높은 성과를 만들어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누군가의 인생게임을 만드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