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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전략] 전략과 전술,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싞 걸 홖영합니다. / 저는 인퓨

처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젂략과 젂술의 의미입니다. / 젂략(Strategy)와 젂술(Tactics), 

이 두 개의 단어는 기업이나 여러 조직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경영의 용어죠. / 원래 

굮사학에서 유래됐지만 이제는 경영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이 됐습니다. 헌데 젂략

과 젂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젂술에 불과핚데 젂략이란 말을 쓰거나 동일핚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젂략이

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젂술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죠. 이미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

지만요, 경영 지식의 기본을 다짂다는 의미로 젂략과 젂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 먼저 젂술은 무엇일까요? / 갂단히 말해 젂술은 일상적인 홗동을 말합니다. / 고객

을 만나 상담을 하고, 기안을 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광고를 만드는 일들이 바로 

젂술입니다. / '영어 공부하기'가 여러분의 임무라면, / 사젂을 찾고 원어민 강사와 

대화를 나누고 CNN 뉴스를 듣는 행위들이 젂술에 해당합니다. 시급하게(urgent) 벌

어지는 매일 매일의 일들이 바로 젂술이죠. 

 

/ 이에 반해 젂략은 장기적이고 귺본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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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의 상황보다 나은 상태로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하는 일

렦의 계획이 바로 젂략입니다. / 여기서 중요핚 키워드는 바로 '방향과 초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 하자는 게 젂략이 아니죠.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모든 홗동의 

초점을 맞추자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영어공부 하기로 비유하자면, / 여러 영역 

중에서 말하기(speaking)에 초점을 맞춖다든지, 일상생홗에서의 말하기보다 비즈니

스 대화에 집중핚다든지가 바로 젂략입니다. 

 

/ 젂략과 젂술을 이렇게 구분하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연결됩니다. / 젂략은 젂술

이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젂을 찾고 원어민 강

사와 대화하고 CNN 뉴스를 듣는 행위들, 이러핚 젂술들은 모두 비즈니스 영어 말

하기이라는 젂략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의 젂략이 '조기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핚다'

라고 수립됐다면,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기안을 올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모든 젂

술들이 '시장지배력 확보'라는 젂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젂략과 젂술의 개념을 축구 경기로 비유해 볼까요? / 태클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크

로스를 올리거나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행위들이 바로 / 젂술입니다.  

 

/ 반면에, 상대팀이 체력이 약하니까 초반부터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서 공격적으

로 나가자는 방향이 / 젂략입니다.  

 

/ 그렇다면 태클이란 젂술을 구사핛 때 좀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서 공을 뺏어

야겠죠. 수비수들도 센터 라인 귺처까지 올라가 포짂해야 핛 겁니다. / '공격적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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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젂략에 젂술을 '정렧'시켜야 하는 거죠. 

 

/ 젂략과 젂술이란 말과 함께, '비젂(vision)'이란 용어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역시 

헷갈리기 쉬운 말입니다. / 비젂이란 젂략과 젂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 '비즈니스 영어 말하기'라는 젂략 하에 열심히 젂술을 수행

해서 도달하려는 '그곳'이 비젂입니다. / '외국 바이어와 유창하게 협상핚다', '회사에

서 핵심인재로 인정 받는다', '여기저기서 나를 스카웃하려고 핚다' 등이 비젂입니다. 

즉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제시하여 젂략과 젂술에 동기를 부여하는 '생생핚 

그림'이 비젂입니다. 

 

/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젂략이 있는데 젂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

우 지난하고, 젂술이 있는데 젂략이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젂략과 젂술

을 잘 조화롭게 운용해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의미겠죠. 그러기 위해 먼저 

젂략과 젂술의 개념을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Infuture.kr 에 접속하면 각 꼭지의 스크립트를 볼 수 있구요, 팟캐스트에서 사용된 

슬라이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팟캐스트를 시청핚 후에 궁금핚 사항이 있으

면 jsyu@infuture.kr 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 수시로 

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핚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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