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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작성의 趣旨와 槪要 
□ 東西古今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된 리더십 파악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人材의 資質과 行動特性을 도출

□ 東洋과 西洋, 古代와 現代에 걸쳐 政治ㆍ軍事ㆍ經濟 분야의 탁월한 리더 

32人을 선정

- 선정기준은 당대의 탁월한 업적은 물론 後代에 미친 影響까지 포함

- 秦始皇에서부터 잭 웰치에 이르는 32人 (東洋 16人, 西洋 16人)

ㆍ古代(19世紀 이전 출생) 14人, 現代 18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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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시황(秦始皇) 
BC 259~210,  中國 秦나라

1. 基本事項
□ 略歷 

- 성은 영(嬴), 이름은 정(政).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으나,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멸망

- BC 259, 趙나라에 볼모로 와 있던 秦나라의 군주인 장양왕(莊襄王)의 

아들로 출생. 그의 어머니는 富商인 여불위(呂不韋)1)의 애첩이었던 

주희(朱姬)

- BC 247(13세), 秦王에 즉위

- BC 238(22세), 親政 시작

- BC 221(39세), 6國을 멸망시켜 통일을 실현하고 始皇帝라 칭함

-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추진하고 도량형(度量衡)과 문자의 통일, 흉노2) 

정벌, 만리장성 축조 등 대내외로 국가기반 조성

- BC 210(50세), 사망 

□ 時代的 背景 
- 周나라의 봉건제도가 무너진 후 지속된 春秋戰國時代라는 기나긴 

분열기의 막바지

- 신흥강국 秦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나, 천하통일 사업을 완수

 1) 여불위(呂不韋, ?～BC 235): 韓나라의 수도 양책(陽簀)의 대상인이었던 여불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원래 후계자로 지명되지 않았던 장양왕을 즉위시킴. 
장양왕(莊襄王)에 의해 승상(丞相)이 되어 문신후(文信侯)로 책봉. 장양왕이 죽고 
태자 정(政)이 왕위에 올라 親政을 하기 전까지 막강한 권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태후(太后: 진시황의 어머니)의 밀통사건에 연루되어 파직, 자살.

 2) 흉노(匈奴): BC 3세기 말에서 AD 1세기 말까지 중국의 북방에서 활동한 
기마유목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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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長 過程 
- 13세에 왕위에 오른 후, 여불위의 後見 아래 성장

- 22세가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여불위를 축출하고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

- 여불위의 후견 아래 상업과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키웠고, 궁궐의 

權力鬪爭을 몸으로 겪으면서 儀禮를 중시하는 儒敎보다는 用人術을 

강조하는 法家思想3)에 심취 

□ 主要 業績 
-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도로, 도량형, 문자 등 이후 중국사회가 2천 년 

간 유지해온 기본골격을 마련 

□ 後代에 미친 影響 
- 秦나라는 2대로 단명했으나 진시황이 만든 기본골격은 왕조를 

바꾸어가면서 계속 유지

- ‘China’는 秦(Chin)나라에서 유래

- 진시황이 직접 고안한 皇帝라는 칭호는 삼황오제(三皇五帝)4)에서 따온 

말로, 이후 중국 최고통치자를 일컫는 말로 굳어짐 

 

2. 리더십 特性
① “暴君”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의 조작

□ 舊秩序를 해체하고 새로운 統一秩序를 최단기간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을 초래

 3) 법가(法家): 기본사상은 信賞必罰로서 禮制를 보충하는 것. “법은 백성의 부모와 
같으며, 법은 천하의 가장 좋은 道이고, 聖君의 實用이다. 법은 治道의 근본이지만, 
그 정치사상의 중심은 富國强兵에 있다.”

 4) 삼황오제(三皇五帝):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三皇은 
복희(伏羲), 여와(女蝸), 신농(神農), 五帝는 황제(黃帝), 전욱(顓頊), 제곡(帝喾), 
요(堯), 순(舜)을 일컬음 



- 3 -

- 진시황에 대한 많은 惡評들은 秦나라를 무너뜨린 漢왕조에 의해 날조된 것

- 사치 향락의 대명사인 아방궁(阿房宮)5)은 事實無根으로 판명

ㆍ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아방궁 유적지 발굴조사를 통해 궁궐을 지은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

- 사상 최악의 문화탄압으로 알려진 분서갱유(焚書坑儒)6)도 지나친 과장

ㆍBC 212년, 不老長生藥을 구하는 데 실패한 방사(方士)7)들이 달아나자, 

사기성이 농후한 방사 460여 명을 구덩이에 매장하고 관련 서적의 일부를 

소각한 것이 사건의 본질

② 현장경영의 실천

□ 10년 간 황제가 직접 천하를 순시하는 다섯 차례의 순수(巡狩)를 실행

- 순수 때마다 반드시 그 고장의 名山에 올라 천하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거대한 비석을 건립

ㆍ순수는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긴 여행으로 암살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진시황은 순수를 계속

- 정기적으로 점검해야만 광대한 중국 영토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신념의 발로

ㆍ순수를 하지 않는 해에는 변장을 하고 수도 함양(咸陽) 시내를 

돌아보았다고 함

- 마지막 순수 때 산둥성(山東省)에 이르러 과로로 쓰러져 객사

③ 통일 중국의 비전 및 골격 마련

□ 皇帝라는 칭호를 통해 이제까지 지역의 수장인 王을 뛰어넘어 천하의 보편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통일제국의 위상을 드높임

 5) 아방궁(阿房宮): 秦나라의 궁전. 아방(阿房)이라는 이름은 수도에서 가까운 
궁전(阿-가깝다), 사방이 넓은 궁전(阿-넓다)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설이 있음.

 6) 분서갱유(焚書坑儒): BC 213년 진시황에 의한 사상, 언론 탄압사건. 전제지배를 
관철코자 의학, 점술, 농학 이외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BC 212년에는 시황제를 
비난하던 유생 460여 명을 갱(坑)에 생매장했다고 전해짐.

 7) 방사(方士): 고대 중국에서 不老長生說을 제창하거나 이를 위해 마술적 기법과 
약방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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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最初의 皇帝”란 뜻에서 “始皇帝”라 하고 이후 2세, 3세로 이어져 

萬歲에 이르기를 꿈꾸었으나 2세 만에 좌절

ㆍ그러나 통일 중국이라는 그의 비전은 현대 중국에까지 계승

ㆍ中國은 물론 臺灣 역시 “지구상에 中國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원칙에 동의 

※중국의 전통적인 統一思想과 正名思想8)에서는 ‘統一’을 정상적인 상태로, 

‘分斷’을 變局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시황에게서 비롯

□ 統一中國을 위한 인프라와 天下標準(global standard) 구축

- 同文(문자통일), 同軌(도로 폭 통일) 정책 등 거대한 중국의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정책을 단기간에 집중 추진

  → 2천 년 간 지속될 통일 중국의 골격 형성

- 각국에서 통용되던 六國文字를 폐지하고 각국의 장점을 취한 

소전체(小篆體)9)를 창안

- 각국마다 서로 路幅이 다르던 도로의 규격을 통일하여 수레 한 대로 

천하를 다닐 수 있도록 함

※1천 년 이상 지속된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언어, 제도 등의 표준이 

유지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럽이 분열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

※유럽은 18세기 프랑스革命 무렵 비로소 미터, 그램 등 도량형의 통일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영미권과 대륙권으로 도량형, 언어, 법제, 화폐 등이 

천차만별

 8) 정명사상(正名思想): 명칭과 실질의 일치를 지향한 中國戰國時代의 사상. 그 발단은 
“정치의 급선무는 이름을 올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주창한 공자(孔子)에게서 비롯. 
명칭에 어울리는 실질이면 훌륭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9) 소전체(小篆體): 진시황이 이사(李斯)를 시켜 이전의 갑골문자(甲骨文字)를 통일시킨 
한자체로서 상형문자(象形文字)의 일종. 이사는 순자에게 제왕학(帝王學)을 배웠으며, 
중국 秦나라 통일에 큰 공적을 세운 法家의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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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황제가 만든 도로는 판축공법(版築工法)10)으로 만들어졌는데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견고

- 간선도로는 폭이 50m이며 중앙의 7m는 황제 전용 도로, 바깥쪽은 일반 

도로로 되어 있으며 지정된 곳에서만 횡단할 수 있도록 함

※왕복 8차선인 경부고속도로의 폭은 38m

판축공법 양식의 예 (몽촌토성)

10) 판축공법(版築工法): 두 쪽의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절굿공이로 
세게 쳐 단단하게 만든 후 위에서부터 굳게 하는 일종의 원시적 시멘트 공법. 
만리장성도 판축공법으로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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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조(晁錯) 
BC ?~154,  中國 漢나라

1. 基本事項
□ 略歷 

- 前漢時代 名臣으로「三國志」의 조조(曹操)와는 다른 인물

- 허난성(河南省) 영천(潁川) 출생 

- 문헌과 옛 기록에 밝아 태상장고(太常掌故)라는 벼슬에 임용

- 흉노에 대한 대책으로 둔전책(屯田策)11)을, 지방 제후세력 억제를 위해 

삭번책(削藩策)을 주장

- 강경한 제후 억제책의 부작용으로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12)이 

일어났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형됨

□ 時代的 背景 
- 최초의 통일제국 秦나라가 멸망하고 漢나라가 건국된 직후

ㆍ漢나라가 “안정된 帝國으로 成長하느냐 조기 短命하느냐”의 과도기

- 밖으로는 흉노의 압박, 안으로는 제후의 세력증대가 큰 문제였으며 조조는 

그 해결을 위해 목숨을 바침

□ 成長 過程 
- 漢나라는 儒敎를 국시로 표방했으나 실제 통치술에서는 法家의 노선 견지

- 조조 역시 戰國時代 상앙(商怏)13)등 法家의 학문을 배우고, 후일 실천에 옮김

11) 둔전책(屯田策): 중국 漢나라 이후 淸나라 때까지 시행된 토지제도. 특정지방에 
집단적으로 경작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영토나 관유지를 경작케 함. 국가의 
방위 혹은 재정상의 직접적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12)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 중국 前漢 景帝시대인 BC 154년 吳나라 왕의 주도 아래 
劉氏가문이 중앙정부에 대해 일으킨 반란. 정부는 조조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하였으나 
여러 제후세력을 회유하는 데는 실패. 마침내 周亞夫가 주동세력인 吳王을 
물리침으로써 반란을 진압. 이로써 中央政府의 권한이 강화됨.

13) 상앙(商怏, ? ～ BC 338): 중국 戰國時代 秦나라 정치가이자 법가사상가. 효공(孝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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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시기의 太平聖代, 文景之治를 이룩한 

주역

- 국경지대 소수민족과 공동전선을 구성하여 흉노를 견제하고 국방을 안정

- 당시 세력이 막강하던 지방 제후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削藩’을 강행하여 

황제의 권력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 

□ 後代에 미친 影響 
- 진시황의 중앙집권국가 형성이 실패에 그친 후, 漢나라는 봉건적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절충적 형태의 국가를 유지

- 조조의 삭번 이후 비로서 진정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통일 중국의 礎石을 형성 

 

2. 리더십 特性
① “필승 장수는 있어도 필승 백성은 없다”

□ 백성을 비난하는 관리들에게 리더의 무한책임을 강조

- 국경지대인 농서14)의 백성들은 흉노의 침략에 시달려 사기가 크게 

저하되자, 당시 중앙관리들은 농서 백성들이 겁이 많고 나약하다고 비난

- 조조는 이는 백성의 탓이 아니라 장수들이 군대를 통솔하는 방법이 

치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필승 장수는 있어도 필승 백성은 없다.”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림

ㆍ지도자가 병법의 원리를 숙지하고 좋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면 어떤 

백성도 필승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리더의 책무를 강조 

때 출사하여 귀족층의 특권을 폐지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만드는 정책을 단행해 
후진국이었던 秦나라를 강국으로 발전시킴. 그러나 귀족층의 원망을 사서 孝公이 죽은 
뒤 극형에 처해짐.

14)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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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皇帝의 두터운 신임 확보

□ 조조는 집무실이 출입이 불편하자 태상묘(太上廟, 한고조 劉邦의 부친의 

사당)의 담 사이에 작은 문을 내어 통행한 것이 문제로 부각

- 그의 政敵이던 승상 신도가(申屠嘉)는 황제 조상의 사당을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황제에게 고해 조조를 제거할 책략을 세움

- 이를 미리 간파한 조조는 전날밤 황제를 獨對하여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

- 황제는 신도가의 고발에 대해 “태상묘의 바깥을 두른 낮은 담에 문을 냈을 

뿐이며, 그나마 내가 허락한 것이다.”라고 옹호함으로써 오히려 신도가가 

실각ㆍ사망하는 계기가 됨

□ 후일 景帝로 즉위한 太子의 스승으로서 組織管理와 權力維持를 위한 비법을 

전수하여 왕권 강화에 기여

- 이른바 ‘술수(術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을 전수

ㆍ“군주가 신하를 통제하고 그 무리를 다스릴 줄 알면 신하들은 두려워 

굴복하며 명령을 따르고, 일을 처리할 줄 알면 감히 속이거나 감추지 

못한다.”

- 당시 조정 대신들은 태자의 술수 학습에 반대했지만 조조는 과거 군주들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해된 원인이 ‘술수’를 몰랐던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을 강행 

③ ‘삭번(劉邦)’을 강행하여 중앙집권국가의 기반 구축

□ 景帝 즉위초(BC 155), 조조는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취임하여 삭번을 전격 

건의

- 제후들을 각 지역 영지(藩)의 王으로 봉하는 관례를 깨고, 郡 하나 정도만 

封地로 남기는 극단적인 조치

- 삭번책 건의를 들은 조조의 아버지는 “劉씨(皇室)가 편안해지니 우리 

晁씨는 위태워지는구나”라고 탄식하며 음독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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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후들이 吳楚7國의 난을 일으키며 강력 반발하자, 조조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형됨

- 제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에 반대하는 중앙 대신들까지 조조를 탄핵

ㆍ대부분의 대신들은 모든 정국불안의 책임을 조조에게 전가

   → 결국 조조는 조례복을 입고 입궁하여 참수당함

- 이후 제후들의 반란이 진압되고 조조의 업적은 재평가됨

ㆍ반란을 평정한 등공(登公)은 삭번을 가리켜 “제후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를 억누르고 황실의 권위를 세운, 萬代에 利益이 되는 계책”이라고 

평가

   → 통일 중국의 기초는 진시황에게서 시작되어 조조에 의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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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렉산더大王(Alexandros the Great) 
BC 356~323,  古代 그리스

1. 基本事項
□ 略歷 

- BC 356, 마케도니아 王國15)의 왕자로 출생

- BC 338,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父王 필리포스 2세와 함께 참전

- BC 336, 父王이 암살되자 군대의 추대를 받아 약관의 나이로 즉위

- BC 334, 페르시아 원정 개시

- BC 333, 킬리키아의 이수스 전투16)에서 다리우스 3세17)의 군대 大破, 

이후 10년간 印度에까지 이르는 대원정 사업 추진

- BC 324, 回軍하여 페르세폴리스18)로 복귀

- BC 323, 바빌론19)에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 時代的 背景 
- 그리스 都市國家 시대가 쇠퇴하고 페르시아의 전성기도 기울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통일의 기운이 성숙

15) 마케도니아 王國(Kingdom of Macedonia): 그리스 북부의 고대 왕국. 주민은 
도리아계 그리스인. 초기에는 페르시아에 복종했지만 그리스와 협력하면서 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필리포스 2세가 BC 338년 카이로네이아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 그가 암살되자 아들인 알렉산더가 王位를 계승. 알렉산더 
사후에 수하 장군들 간에 격렬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안티고노스 2세(재위 BC 
276∼239)에 이르러 혼돈은 수습되고 헬레니즘時代가 개막. 지중해와 세계 진출의 
雄圖를 품고 있던 필리포스 5세(재위 BC 221～179) 때 로마와 충돌하여, 패하자 
왕국은 滅亡.

16) 이수스(Issus)는 소아시아반도 남동쪽에 붙어 있는 이스켄더룬의 옛 이름.

17) 고대 페르시아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최후의 왕(BC 380?∼330).

18)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페르시아제국의 수도. 그리스인의 호칭이며 古代 
페르시아어로는 파르사. 이란 남부, 시라즈 북동쪽 약 60㎞ 지점에 위치.

19) 바빌론(Babylon): 古代 바빌로니아의 수도. 유적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 약 
110㎞ 지점인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神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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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문명은 상당한 군사력, 행정력, 문화력, 인프라를 보유하여 大帝國 
건설의 기초를 제공 

□ 成長 過程 
- 알렉산더는 政治家와 軍事指揮官으로서의 자질은 父王으로부터 

전수받았음

ㆍ父王은 실제 전투에 왕자인 알렉산더를 똑같은 지휘관의 일원으로 

대동하여 전투경험을 갖게 함

- 13세부터 3년간 당대 최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자연, 인문을 

배웠으며, 특히 그때 읽은 「일리아드」20)는 生涯를 통해 그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침

ㆍ호메로스21)의 詩 등 고전을 애독하여 원정 시에도 지니고 다녔으며, 

學者를 대동하여 각지의 탐험․측량을 실시하고, 그리스 문화를 변함없이 

숭상 

□ 主要 業績 
- 그리스에서 중앙아시아(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인도북부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ㆍ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22)

□ 後代에 미친 影響 
- 알렉산더는 자손이 없어 사후 제국이 수하 장군들에 의해 분할

20)「일리아드(Iliad)」: 호메로스(Homeros)의 작품으로 古代 그리스의 英雄敍事詩. 
題名은 ‘일리오스(Ilios)의 노래’라는 뜻이며, 일리오스는 트로이(Troy)의 별칭. 10년에 
걸친 트로이 공방전의 종말 무렵 50여 일 간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중심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 「오디세이」와 함께 그리스 最大最古의 고전.

21) 호메로스(Homeros): 고대 그리스 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작자.  
그리스 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강의되었으며 그리스인의 의인적 신관과 인간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

22) 현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마르기아나(현재 카스피 해 옆 카라쿰사막 
남단의 메르프), 아라코시아의 알렉산드리아(현재 힌두쿠 시 준령 남단의 칸다하르), 
카프카스의 알렉산드리아(현재 카불 북쪽의 베그람), 합류지점의 알렉산드리아(현재 
펀잡 지방 라비 강 남단의 우치치), 가장 먼 알렉산드리아(현재 소그디아 지방의 
에샤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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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후 로마의 시저가 제2의 알렉산더를 꿈꾸며 대제국 건설

-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들을 융합하여 헬레니즘23) 문명을 형성하고, 이는 

기독교(헤브라이즘, Hebraism)과 함께 西洋問名의 2대 원류 중 하나가 됨

ㆍ알렉산더의 인도 원정으로 헬레니즘과 불교 문명이 접촉하고 그 영향은 

신라 석굴암 불상에까지 나타남24) 

 

2. 리더십 特性
① 새로운 것에 대한 好奇心과 熱情

□ 알렉산더는 호기심과 탐구정신으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고 정복지의 자연과 

문화를 연구

- 알렉산더가 최초로 潛水艦을 만들어 바다 밑을 탐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 정복지에서 기이한 동식물을 발견하면 표본을 채집하여 당시 최고의 

생물학자였던, 자신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내 연구하도록 함 

- 자신이 정복한 세계의 지식을 총결집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립

23) 헬레니즘(Hellenism): 古代 그리스 종말로부터 로마시대 성립까지의 시기에 그리스 
고유문화와 오리엔트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그리스 문화·사상·정신·예술 등을 
가르키는 말. 그리스인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헬레네스(Hellenes)’라는 낱말에서 나온 
말로 ‘그리스풍’이라는 뜻. 1863년 독일의 드로이젠이이 '헬레니즘사'라는 책에서, 
로마·게르만 두 요소의 복합을 로마니즘(Romanism) 이라고 부르는 데 착상하여 
그리스·오리엔트 두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를 헬레니즘이라 부름. 

24) 원래 釋尊이 입멸 후 5백여 년 동안은 佛像이 조성되지 않았음. 기원후 1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東征을 계기로 페샤와르(현 파키스탄의 北西部)를 중심으로 한 
간다라(Gandhara) 지방에 정착한 그리스人들의 헬레니즘 神像崇拜의 모습을 목격한 
佛子들이 그 영향을 받아 佛像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간다라 美術이 탄생. 간다라 
미술은 헬레니즘 미술의 양식과 수법으로 佛敎의 주제를 표현한 조각 위주의 
그리스풍 불교미술. 인도 고유의 석굴미술이 간다라 미술과 융합되어 延播한 
佛敎石窟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불군, 우즈베키스탄의 테레메스 석굴, 중국 
신장의 키질과 쿰투라 석굴, 투르판의 베제크리크 석굴, 돈황과 뤄양, 윈강의 석굴, 
그리고 신라까지 이어짐으로써 동서에 걸친 하나의 긴 연파대를 조성. 석굴암은 이 
연파대의 東端에서 가장 완숙된 모습으로 그 大尾를 장식한 石窟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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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多國籍軍의 强點을 결집, 시너지 창출

□ 휘하 征服地의 다양한 군대의 개성을 살리면서 이들의 긴밀한 연결에 의한 

전투력 향상을 지향

- 테살리아(Thessalía)의 重裝騎兵, 트라키아(Trakai)의 槍兵, 

크레타(Creta)의 弓手, 아이톨리아(Aetolía)의 投槍兵 등을 결합시킨 

多國籍軍을 지휘

- 각군의 특성과 강점을 결합, 견고한 밀집부대와 기민한 기병대의 모순된 

속성을 결합

ㆍ기병대의 기동적인 급습과 바위같이 육박하는 보병의 추진력을 동시에 

보유한 하이브리드(hybrid)型 모델 구축

□ 알렉산더는 전쟁의 역사상 처음으로 豫備隊 개념을 도입

- 알렉산더는 遊牧民의 騎兵戰術을 도입하고 전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초로 예비대의 개념을 도입

- 알렉산더가 2300년 전에 사용한 反스웜 戰術은 현대 美陸軍의 對게릴라 

전술로 활용25)

③ 진정한 世界帝國의 이상을 추구

□ 알렉산더는 征服地의 모든 실리와 왕실 재산을 신하들에게 아낌없이 

배분하고 자기 것은 챙기지 않았음

- 신하들이 폐하의 몫은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나는 희망을 갖겠다”고 대답

- 未知의 새로운 세계에의 탐험추구라는 理想과 비전을 중시

25) 反스웜(anti-swarm) 戰術은 遊牧民의 집중포위공격(스웜 전술, swarm tactics)에 
대응하는 전술. 알렉산더의 보병주축 군대가 자자테스(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스키타이족의 弓騎兵들과 조우했는데 그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포위하고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 화살로 집중공격. 알렉산더는 그들의 기동력을 제한할 자연지형적 
장애물, 즉 강이나 요새가 필요함을 간파했지만, 주변에 장애물이 없자 기병대 일부를 
미끼로 사용하여 스키타이족들을 유인해서 擊破. 현대 美陸軍의 對게릴라 戰術은 
이와 흡사. locate(위치파악), fix(고정), 접전(engage) 순으로 敵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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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는 페르시아ㆍ인도 원정에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東西洋의 

통합이 통합된 世界帝國의 건설이라는 理想을 제시

- 페르시아 정복 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까지 수많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도 국가간, 조직간 충돌 최소화

- 그리스 청년 장교와 페르시아 여성들 수백 명을 집단결혼시켰으며, 스스로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 민족통합 추진

□ 寬容과 平和의 세계제국 건설을 위해 정복지의 고유한 통치구조와 문화는 

물론 풍습까지 보호

- 그리스의 민주주의, 인간존중 문화, 관용의 기준을 전파하되, 정복지의 

종교, 풍속, 규범을 존중

- 에페소스(Ephesos)26)에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되, 과거 독재자에 대한 

보복과 살해를 금지시킴

- 바빌론에서는 고유 종교인 마르두크(Marduk)27) 寺院을 재건했으며, 

카리아에서는 여성 가장제도를 존중, 여성 총독을 임명

- BC 324년, 모든 民族代表 9천 명이 평등하게 모이는 오피스 향연 개최

26) 에페소스(Ephesos): 소아시아 西海岸에 있던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

27) 마르두크(Marduk): 고대 바빌로니아의 神으로 ‘태양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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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저(Caesar,  Gaius J ulius) 
BC 100~44,  로마

1. 基本事項
□ 略歷 

- BC 100, 로마 출생

- BC 69, 재무관. BC 65, 안찰관(按察官). BC 63, 법무관 등 여러 관직 

역임

- BC 60,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동맹(三頭同盟)28) 체결

- BC 59, 공화정부 로마의 최고관직인 執政官(Consul)에 취임

- BC 58～52, 갈리아 전쟁으로 게르만족 평정

- BC 53, 크라수스 사망, 삼두동맹 파기

- BC 49, 원로원의 명령을 거역하고 루비콘 江 도하, 폼페이우스와 내란 

상태 돌입

- BC 48, 파르살로스에서 폼페이우스 격파

- BC 47,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즉위시킴

- BC 44, 브루투스 등에 의해 암살당함

□ 時代的 背景 
- 이탈리아 반도의 일개 소국이었던 로마가 끊임없는 팽창을 통해 세계 

제국으로 도약하기 전야

- 주변 强國인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기력이 쇠하고 게르만족은 아직 야만 

상태로 지중해를 둘러싼 유라시아 제국 건설의 호기

28) 삼두동맹(三頭同盟, triumvirate): 파벌 중심의 원로원에 대항하여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시저 세 사람이 정치상 서로 이해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밀약한 
동맹. 집정관인 시저의 권력과 폼페이우스의 권위와 크라수스의 부(富)가 결합하여 
정권을 독점. 2차 삼두정치는 BC 44년 시저 암살 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국가재건을 위한 3인 위원’으로 활동(BC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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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長 過程 
- 귀족 출신이었으나 조상 중 명성을 얻은 이는 없었음

- 대담한 용기와 언변, 그리고 뛰어난 지략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굳히며 성장

ㆍ주로 선거를 통해 관직을 획득했는데, 설득력 있는 웅변술과 민심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 민중의 인기를 독차지

- 청년 시절에 권력자 술라(Lucius Cornelius Sulla)는 젊은 시저를 

제거하고자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 청년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마리우스(당시 거물급 정치인)가 들어 

있다.”고 응답

□ 主要 業績 
- ‘갈리아 원정’으로 오늘날 유럽 지역을 로마의 판도 내로 흡수

- 또한 선진문명국이던 이집트를 로마 영향력 내로 포섭하고, 불안한 

삼두정치 시대를 종식시킨 절대 권력자로 등장, 향후 제국 성립의 기초 

형성 

□ 後代에 미친 影響 
- 로마제국의 찬란한 문명은 서양 문명의 원류가 되었으며, 특히 ‘갈리아 

전쟁’29)으로 현재의 유럽 지역에 로마문명을 전파, 서유럽 사회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

- 최초의 실질적 황제로서(유럽의 始皇帝), 이후 유럽의 황제의 칭호는 그의 

이름으로부터 파생

ㆍ獨逸 카이저(Kaiser), 러시아 차르(Tsar) 등

29) 갈리아 전쟁(Gallic Wars): BC 58∼51년 로마의 장군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한 전쟁. 
발단은 갈리아인들이 부족 간의 내분에 대한 개입을 시저에게 요청. 이 전쟁으로 
갈리아 전 지역이 로마의 영토가 되었으며 평화가 성립, 막대한 富를 차지한 시저는 
政治的·經濟的 실력을 강화했으며, 로마는 일개 都市國家에서 世界帝國으로 발전할 
기초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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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特性
① 곤경 속에서도 勇氣와 膽力을 유지

□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대담함과 자존심을 발휘

- 청년 시절 해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해적들이 몸값으로 20달란트30)를 

요구하자, 스스로 50달란트로 올리라고 요구

- 38일 간 감금되어 있는 동안 해적들을 하인처럼 부렸으며, 야만인이라고 

욕하고 석방된 후 모두 토벌하겠다고 공언

ㆍ실제로 석방된 뒤 밀레투스의 군병을 소집, 자신을 감금했던 해적 대부분을 

생포 

□ 연설과 문장에 뛰어났으나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뒤에는 웅변술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간결하지만 강력한 연설을 함

- 시저의「갈리아 원정기」31)는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로마 군인의 기상이 살아 있는 문장으로 

높이 평가

- 시저는 젤라 市 부근에서 소아시아王 
파르나케스를 속전속결로 쳐부순 후 로마의 

친구에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의 단 세 마디만을 편지에 적어 보냈다고 함

② “로마의 2인자보다는 야만족의 추장이 되겠다.”

□ 작은 조직의 리더가 큰 조직의 참모보다 어렵다고 생각

30) 달란트(dallant): 성경시대 화폐단위로 달란트와 데나리온(denarion)이 존재. 
1데나리온은 군인이나 일꾼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16년 
간의 품삯에 해당. 따라서 1달란트를 현재 화폐가치로 계산하면(일당을 7만원 으로 
가정), 약 4.2억 원.

31)「갈리아 원정기」: 8권으로 구성. 제7권까지는 시저 자신이 쓴 것이고, 제8권은 그가 
죽은 후 부하 히르티우스가 집필. 묘사는 간결 웅혼하며, 문학작품으로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갈리아인, 게르만인의 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

갈리아 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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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가 알프스를 넘어 소수의 야만족이 사는 황량한 마을을 지날 때 

동행하는 부하들이 이들을 멸시하며 “이런 곳에도 리더가 되려는 競爭이나 

상호간의 反目嫉視가 있을까?”라고 묻자 시저는 “로마의 2인자가 

되기보다는 야만족의 추장이 되고 싶다.”고 대답

ㆍ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유사함을 강조

□ 강한 자에게는 거칠고 오만했으나, 부하들에게는 세심하게 마음을 씀

- 행차시 노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농부의 오두막에 피신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만 쉴 수 있는 방밖에 없자, 시저는 “명예에 관한 일이라면 강한 

자에게 양보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약한 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며, 

자신의 부하 오피우스를 방에서 자게하고 자신은 문간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움

③ 결단력과 스피드 - 군의 主장비를 창에서 칼로 바꿈

□ 운명을 결정한 루비콘 강 도하에서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로 

자신의 결단과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표명32)

- 정적 폼페이우스가 원로원과 손을 잡고 시저의 군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시저는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고 쿠데타를 감행

- 로마의 國益, 자신에 대한 평판 등 모든 요인들을 장시간 검토했으나 

결론이 서지 않자 결국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거사 단행

□ 시저의 로마 군단은 속도를 중시, 

‘필라(pila)’라는 두 개의 투창과 

‘글래디엄(gladium)'이라는 단검을 통해 스피드 

제고

- 투창을 던져 적 보병의 방패에 꽂히면 그 

무게 때문에 방패를 끌어내려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적군에게 신속하게 다가가 단검으로 육탄전을 전개

32) BC 49년 1월,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인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함으로써 폼페이우스를 비롯한 원로원 보수파와 내전을 시작.

단검-글래디엄(gl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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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검을 효과적으로 휘두르기 위해 병사들의 오른쪽 공간을 6피트 정도 

비웠으며, 병사들은 이 공간을 위해 各列을 엇갈리게 함

- 밀집대형을 중시한 그리스군은 사리사(Sarisa)라는 장창을 들고 ‘고슴도치 

대형’을 유지

ㆍ밀집대형 유지가 곤란한 복잡한 지형에서 기동성을 잃고 심각한 약점 노출

□ 시저는 항상 예비부대를 만들어 비상상황에 대비

- 로마군은 병력 교체작전 훈련을 철저히 받았고, 그에 따라 하나의 대열을 

다른 대열이 교체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 전술을 구사

- 가장 완력을 필요로 하는 선두대열에는 젊고 잘 훈련받은 병사들을 

배치하고, 後尾 트리아리에(豫備隊)에는 나이 든 병사들을 배치

ㆍ트리아리에는 속전속결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마지막에 투입되어 

선두대열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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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칭기즈칸(成吉思汗,  Chingiz Khan)  
1162~1227,  蒙古

1. 基本事項
□ 略歷 

- 바이칼 호 근처 출생, 어릴 때 이름은 ‘테무친’ 

- 1189, 몽골 씨족연합의 盟主에 추대되어 칭기즈칸으로 칭호 

- 1203, 타타르․케레이트를 토벌하여 동부 몽골을 평정

- 1204, 몽골 초원을 통일

- 1206, 몽골제국의 칸에 오르면서 씨족적 공동체를 해체, 군사조직에 

바탕을 둔 천호제(千戶制)라는 유목민집단을 95개로 편성

- 1207, 西夏 점령

- 1215, 金나라에 공격하여 수도인 中都(지금의 베이징)에 입성

- 1219,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에 파견한 사절단이 살해되자, 이를 계기로 

중동원정 시작

- 1220, 코레즘 국왕 무하마드를 축출

- 1223, 하르하 강변에서 러시아군 격파

- 1227, 西夏 공격 중 병사 

□ 時代的 背景 
- 9세기 중반 이후 몽골제국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世界史는 

未曾有의 分列期를 경험

ㆍ중세말기 동서양의 문명사회가 모두 文弱에 빠지고 종교(기독교, 이슬람교, 

유교)가 득세

ㆍ동아시아도 金나라, 南宋, 西夏로 나뉘어서 대립

ㆍ서아시아는 압바스朝의 약화로 각지에서 지방정권들이 발호

ㆍ유럽도 왕권과 교황권이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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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혼란은 유라시아 전역의 교통과 상품유통을 교란, 국제교역은 크게 

위축

- 새로운 통합과 안정을 지향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몽골인들의 내재적인 

능력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통합력이 분출

□ 成長 過程 
- 극도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이겨내면서 이를 삶의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

- 9세 때 아버지가 타타르 부족에게 독살되고 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됨

- 어머니와 함께 적에게 쫓겨 숲속에서 9일 동안 숨어 있었으나 적이 사라진 

줄 알고 나왔다가 생포됨

ㆍ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의 계략에 빠져들었으며, 잊을 수 없는 학습을 

한 칭기즈칸은 평생 다시는 계략에 빠지지 않음 

□ 主要 業績 
- 東으로 高麗, 西로는 폴란드와 이집트에 이르는 유라시아제국 형성 

ㆍ칭기즈칸이 지배한 면적은 777만㎢로 알렉산더 대왕(BC 356～323)이 

지배한 348만㎢의 2배, 히틀러(1889～1945)의 219만 ㎢의 3배, 나폴레옹 

(1769～1821)의 115만㎢의 5배에 달함

칭기즈칸 당시 몽골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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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라시아 대평원은 “대륙 속 바다, 즉 제2의 지중해”로서 칭기즈칸은 말을 

배처럼 이용하여 넓은 바다를 서핑(surfing)하는 마음으로 산야를 지배33)

- 100만 명의 蒙古族이 당시 전 세계 인구 3억 명의 3분의 1인 1억 명을 

지배

□ 後代에 미친 影響 
- 美國의「워싱턴포스트」紙는 지난 1천 년 간 인류사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칸을 선정(1995.12)

ㆍ오늘날의 '地球村' 성립의 서막을 연 인물

ㆍ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중세의 GATT 체제에 해당)

ㆍ800년 전에 이미 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구축(오늘날의 

internet에 해당)

- 元 멸망 후 蒙古族이 쇠퇴를 거듭하면서 지난 400여 년간 칭기즈칸의 

이름은 주변국들의 압력으로 거론조차 불가

- 최근 개혁의 흐름을 타고 몽골에 칭기즈칸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음

 

2. 리더십 特性
① 원대한 꿈의 실현

□ 초기에는 동족 간의 殺傷을 막는다는 소박한 꿈에서 출발

- “정복을 통한 경제적 통일만이 초원의 빈약한 물자를 놓고 벌어지는 

만성적인 동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소박한 비전으로 

시작

□ 나중에는 동족의 경제적 번영, 자신의 파워 확대, 적군의 파괴, 공명정대 확보 

등으로 비전을 확대

33)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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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민은 위대한 지도자(칸, Khan)가 나타나면 강한 결집력을 보임

- 농경정착사회의 군주처럼 방대한 군대를 조직하는 정치력 측면에서 

유목민은 상대적으로 열세

- 하지만 匈奴族의 선우(鮮于)나 蒙古族의 칭기즈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거대한 군사집단으로 뭉치고, 지도력이 사라지면 다시 

붕괴

② 스피드를 중시하는 現代的 戰略 구사

□ 20세기의 대표적 전략사상가인 리델 하트(Liddell Hart)의 저술

-「戰略論(Strategy)」이라는 책에서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사를 

바꾼 세 인물로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를 지목

ㆍ끊임없는 군대의 기동성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위대한 지휘관 연구(Great Captains Unveiled)」라는 책에서 1241년에 

있었던 헝가리ㆍ몽골의 무히(Muhi) 대회전(大會戰)을 자세히 분석

ㆍ“현대의 戰史家들은 2가지 면에서 큰 감명을 받는다. 첫째, 몽골 군대가 

은밀하게, 기동성 있게, 그리고 기계적 정확성으로써 부대를 배치 완료하는 

점이다. 둘째, 무서운 일제사격. 1세기 뒤 영국에서 활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중세의 유럽 군대는 주로 돌격ㆍ 백병전에 의존했다. 

몽골 군대는 활을 일제 사격한 후에 적의 말과 병사가 피로에 지쳤을 때 

접근하여 백병전을 전개했다. 몽골 군대는 사상 처음으로 일제사격으로써 

돌격의 길을 개척하는 전법을 도입했다.”

ㆍ“重武裝한 유럽 기병들이 돌격하면 그들은 후퇴하면서 흩어졌다. 먼 

거리에서 재집결한 그들은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이런 전술을 되풀이하여 

적을 지치게 만든 뒤 비로소 결정적인 돌격을 가하여 승부를 결정지었다. 

그들은 전쟁에서는 기동성(mobility)이 최고라는 교훈을 남겼다. 기동성이 

충분하면 가벼운 무장으로도 중무장 군대를 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투력은 무장력에 기동력을 곱한 것이다. 이 기동력이야말로 어떤 

무장보다도 유리한 방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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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럽에서는 기병이 반드시 보병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 기병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보병에 달려 있는 

날개에 불과하지만, 몽골軍은 전원이 기병으로서 조직이 단순하고 전장에서 

운용하기가 간편하여 기동성이 더욱 강력

□ 병사 한 명당 4～5마리의 말을 지급, 1시간마다 바꿔 탐

- 폴란드 공격 시에는 눈 덮인 지역 300km를 

3일 만에 돌파 

- 칭기즈칸의 첫째아들 주치의 죽음을 알리는 데 

킵차크韓國(지금의 키예프, 모스코바 지역)에서 

수도 카라코룸(Kharakorum)까지 4,000km를 

10에 주파

□ 세계최초의 軍用移動食糧인 ‘보르츠’를 개발

- 중간보급을 받을 곳이 마땅찮은 대초원을 수천km씩 달려야 했던 

몽골기마군단은 '보르츠'라는 이동식량을 개발

- 매년 가을 소나 양을 잡아 뼈를 발라낸 뒤 肉脯를 떠서 3∼4개월 간 말린 

뒤 가루로 빻은 것

- 소나 양의 방광(오줌보) 하나에 한 마리 분량이 들어가며, 무게는 

3∼4kg에 불과

- 병사들은 보르츠를 넣은 방광을 두 개씩 휴대해 다니다가 더운 물에 

조금씩 풀어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소 한 마리가 1년 치 식량)

보르츠를 만들기 위해 말리는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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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情報를 장악, 情報戰을 전개

□ 세계최초의 情報通信網인 ‘역참(驛站)ㆍ역전(驛傳)’ 제도를 운용

- 40km마다 驛을 세우고 말, 軍糧, 장비, 관리인을 비치하여 고려～러시아 

모스크바공국까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연결

- 몽골제국 전체의 역참 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중국 내에 둔 역참 수는 

1,519개이며 비치된 말과 노새가 50,000마리, 소가 9,000마리, 수레가 

4,000량, 배가 6,000척에 달했다고 함

-「워싱턴포스트」紙는 “오늘날의 인터넷보다 700년이나 앞서 국제통신망을 

건설한 것”으로 평가

- 13세기 후반 중국을 방문한 마르코 폴로34)는 역참을 따라 편하게 

여행했다고「東方見聞錄」에 기술

- 16세기초 러시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귀족 폰 헤르베르슈타인은 640㎞ 

거리인 노브고로드～모스크바를 72시간에 주파(하루 평균 214㎞),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역참제의 효율성을 찬양

- 수도 카라코룸을 떠난 기마부대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두 달

□ 역참들 사이에는 파발(擺撥)들이 거주하며 정보를 전달

- 통상 5km마다 30～40호 규모의 마을을 두고 파발꾼들이 거주, 릴레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ㆍ파발은 허리에 방울을 달고 말을 달리는데, 먼데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즉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지체 없이 전통(箋筒)을 인계받아 다음 파발에 전달

- 通信文은 미리 약속된 부호나 기호 또는 소수부족의 언어를 사용

34) 마르코 폴로(Marco Polo): 이탈리아 베네치아공화국 출신의 상인으로 1271년 장사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던 아버지 니콜로, 삼촌 마페오와 같이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1275년 元나라 북경에 도착. 쿠빌라이를 섬기면서 중국 각지를 
여행하고 17년 간 元나라 관리로 생활. 1295년 베네치아로 귀환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베네치아와 교전 중인 제노바軍에 포로가 되어 투옥. 감옥에 함께 있던 
피사의 포로인 루스티첼로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모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동방견문록(Travels of Marco P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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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발의 통행증(패자, 牌子)은 제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여권이자 비자이며 

앞을 가로막는 경우 목숨을 취할 수 있는 生死與奪權을 부여

- 우리나라도 300년이 지나 朝鮮 宣祖 때인 1579년에 역참제를 도입

ㆍ壬辰倭亂 중에 봉수제(烽燧制)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파발을 설치, 仁祖 
때 완성

ㆍ의주～한성까지 1,050리에는 86개, 경흥～한성까지 2,300리에는 96개, 

동래～한성까지 920리에는 31개의 역참을 설치

ㆍ현재 서울의 구파발은 벽제관을 출발해 의주로를 통해 변방으로 달리던 

파발의 출발지

- 말이 달릴 수 없는 곳에는 송골매를 사용

몽골의 역참 지도

               자료 : 후흐호트 박물관 소장

□ 전투에서는 情報戰과 心理戰을 전개

- 행군 시 1개 부대는 2일 간 路程 앞에 보내 경계하고 본대의 측면, 후면에 

1개 부대씩을 두어 기습에 대비

ㆍ철저히 수색ㆍ정찰하여 적의 주력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기마병에게 

장애가 되는 지형을 사전에 분석

-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첩자, 척후를 보내 공격대상 지역의 정보를 획득

ㆍ거주민, 상인, 여행자 등을 통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획득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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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회의를 열어 공격로를 선정

- 城을 공격할 때는 정찰대를 먼저 보내 동향을 파악하고 그 지역 포로들을 

동원하여 해자(垓子)35)를 메우게 하고 투석기 같은 공성장비를 운반토록 

함

ㆍ攻城裝備는 주로 南宋의 韓人들, 金나라 기술인력들이 제작

- 城 내부로 미리 스파이를 보내 몽골軍의 殘虐性을 퍼뜨려 공황상태를 

유발

④ 넓은 包容性으로 팍스 몽골리카나36)를 건설

□ 多元主義的 세계관을 보유

- 중국 漢族은 一元的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황제의 지배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변 민족을 모두 野蠻人(오랑캐)로 취급

- 유목민들은 多元的 세계관을 통해 다른 지역, 문화, 국가, 민족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인정하고 장려함

- 과거에 관계가 소원했던 지역들과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중해 

연안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육상은 물론 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이 

발달

□ 지방 특성을 인정하고 地方自治制를 실시

- 蒙古族의 관습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피정복지의 내부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았으며, 이를 法律로 공포

- 日常生活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능한 한 그 지방의 

慣習法에 위임

- 피정복지에서도 그 나라 固有法에 따라 처리

□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宗敎의 自由를 보장

-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

35) 城 밖으로 둘러서 판 못.

36) Pax Mongolicana, 몽골인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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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기즈칸 자신이 샤머니즘 신봉자였지만,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으며 

이러한 宗敎開放 정책은 정복과정에서 효력을 발휘

- 칭기즈칸은 모든 神을 존중

ㆍ최초 金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불칸산에 올라 天神에게 제사

ㆍ코레즘 점령 후 이맘(이슬람 승려)이 경전을 설교토록 함

ㆍ道敎의 분파인 전진교(全眞敎)의 교주 장춘진인(長春眞人)을 사마르칸트에 

초청하여 도교의 가르침을 경청

오보:몽골 샤마니즘의 상징물

 

□ 항복한 군사들과 정복지의 국민은 自國民과 동일하게 대우

- 적군도 항복하면 몽골군에 편입, 응분의 직책과 계급을 부여하는 

同化政策을 사용

- 칭기즈칸의 군사(軍師)인 야율초재(耶律楚材)는 金나라 관료 출신의 

거란족

ㆍ야율초재는 행정, 법률, 전략 등 몽골군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

- 자파르 코자라는 아라비아 隊商을 중용하여 정보전을 전개

ㆍ정보전, 심리전을 펼 수 있는 첩자집단을 양성하여 코레즘 전투에서 크게 

활약

ㆍ코자는 대상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적국의 군사정보, 적진의 내부구조 등을 

염탐하고, 적지에 몽골군의 잔학성을 퍼트려 심리적 동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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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수도 카라코룸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최대의 국제도시

- 몽골인, 중국인, 페르시아인, 위구르인 등 민족적으로도 다양

- 종교도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 등 갖가지

ㆍ무슬림 거주구역과 중국인 거주구역을 별도로 설정, 불교사원이 12개소, 

모스크(이슬람교의 예배당)가 2개소, 교회당이 1개소

-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貨幣單位도 통일

□ 우수한 '씨'를 받기 위해 멀리서 온 손님에게 아내와 同寢케 함

- 蒙古族들은 近親婚에 대한 폐해를 경험으로 학습

ㆍ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백치에 가깝거나 열성유전인자가 쉽게 발현, 

종족의 우성요소를 파괴

ㆍ결혼상대자는 가능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족에서 선택

- 멀리서 손님이 방문하면 동침케 하는 데도 法度가 존재

ㆍ손님을 맞은 氏族長은 회의를 개최, 남자의 지적 수준과 외모, 됨됨이를 

보고 전체 구성원이 동침 여부를 합의결정

⑤ 험난한 환경에 길러진 野性과 뛰어난 變化 感知力

□ 유목민들은 극도로 험난한 초원에서 생존하면서 패배를 모르는 야성을 

자연스럽게 체득

- 매서운 바람, 혹심한 추위와 타는 듯한 더위는 주름진 눈매, 높이 솟은 광대뼈, 

숱이 없는 머리털로 조각된 얼굴과, 힘줄이 불거진 단단한 몸을 선사 

- 弱肉强食, 適者生存의 자연법칙이 작동하는 수렵을 통해 체질과 

사고방식이 野性化
ㆍ蒙古族의 視力은 평균 4.0 이상이며, 수십 리 밖의 밥하는 냄새를 맡고, 

날씨의 변화를 감지, 추위와 더위에 超人的 忍耐心을 발휘

ㆍ蒙古族의 체력과 정신력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프로로 단련되고 

조직이라는 그릇에 담기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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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고,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며 성질이 매우 험하고 잔인

ㆍ보급이 끊어지면 말 젖을 먹고 때때로 사냥한 들짐승을 먹으며 보통 

1개월쯤 견딤

ㆍ남자는 이틀 낮 이틀 밤(二日二夜)을 말안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견디며 말이 풀을 먹는 동안 잠잘 수 있도록 훈련

ㆍ급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10일쯤 불도 피우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강행군, 자기가 타는 말의 정맥을 끊어 피를 빨아먹기도 함

□ 蒙古族의 인사는 “당신이 온 곳에서 별일이 없습니까?”

- 영어로 “news” 

- 현재 유대인들의 인사도 “별일 없습니까”37)

⑥ 部下들과 同居同樂하는 現場經營 실천

□ 칭기즈칸은 부하들을 骨肉之情으로 사랑하고 검소하게 생활

- “적에게는 무자비하고 부하들에게는 너그럽다”는 단순 명쾌한 彼我 구분은 

戰場에서 통용되는 원칙 제1조

- 부하들은 “칸은 자신의 옷으로 부하들을 입히고 자신의 말에 부하들을 

태운다.”라고 존경

ㆍ일반 병사들은 칭기즈칸을 “너”라고 호칭

- 칭기즈칸부터 장교, 말단 병사까지 동일한 천막집(겔)에서 거주하고 같은 

음식을 식사

ㆍ“하느님께서는 중국의 오만과 사치에 싫증이 났습니다. 나는 북방의 

야만인입니다. 나는 소와 말을 치는 사람과 같이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노획물을 나눕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마치 갓난아기처럼 보살피고 나의 병사들을 형제처럼 

대합니다.” 

37) 유대인들은 3000년 간 방랑생활을 하면서, 별일을 감지하지 못하면 예컨대 가스실에 
끌려가 죽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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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칭기즈칸께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셨다. 

먹으려면 다른 사람과 같이 먹어야 한다. 또 전우보다도 많이 먹는 것을 

금지한다.”

□ 병사들이 죽더라도 가족들의 생활은 걱정 없도록 준비

- 적의 칼에 맞아죽은 병사의 후손에게 3대에 걸쳐 수당을 지급

- 몽골軍은 전사하면 시체를 찾아 낙타에 싣고 귀국, 또는 전사자의 모든 

소유물을 자루에 넣어 매장

- 南宋의 사신의 일행으로 1236년 몽골을 방문한 서정(徐霆)은 “군대에서 

사망할 경우 만약 노비가 죽은 주인의 목을 낙타에 싣고 온다면 주인의 

가축과 재산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온다면 처와 노예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주었다.”라고 기록

- 몽골軍은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일념에서 더욱 용감하게 싸움

□ 반면 軍律은 엄격

- 밤에 보초를 서다가 잠을 잔 2명의 병사가 스스로 자신의 過誤를 인정하고 

기꺼이 처형

- 이를 본 한 페르시아인이 놀라자, 몽골 지휘관은 “너희 타지크인들은 이런 

경우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蒙古人은 천명의 목숨이 달려 있더라도 

거짓말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고 답변

⑦ 核心人材를 집중 양성: 너커르, 안다, 四駿馬, 四狗, 케식텐 등

□ 너커르(정치적인 同志)

- 공격의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千戶長이 되어 정치, 

행정까지 담당

□ 안다(義兄弟)

- 몽골인들은 안다를 맺기를 좋아하며, 칭기즈칸은 안다로 인해 자식이 백 

명을 넘음

-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 몽골의 실력자 옹 칸과 맺어놓은 안다가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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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초석

- 蒙古族을 통일하는 데 가장 큰 적이었던 자모카도 어릴 적 테무친과 

안다를 맺었던 관계

ㆍ칭기즈칸은 ‘안다(盟約)’에 따라 자모카를 피 흘리지 않고 죽게 함

□ 사준마(四駿馬) 또는 사걸(四傑)

- 칭기즈칸의 주변에 포진하여 핵심정책을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지원집단

- 보오르추(博彌), 모칼리(木花里), 칠라운(赤老溫), 보로콜(博忽) 

□ 사구(四狗, 四猛犬, 네 마리의 개)

- 칭기즈칸의 충성스런 부하였던 4명의 장수

- 쿠빌라이(虎必來), 수베에테이(速不台), 젤메(折里麥), 제베(哲別)

- “네 마리의 맹견은, 무쇠 이마에 끌 주둥이와 송곳 혀를 가지고 있다. 강철 

심장에 칼 채찍을 갖고 이슬을 먹고 바람을 타고 다닌다. 전투의 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교전하는 날 사람의 고기를 양식으로 하는 자들이다.”38)

□ 케식텐(친위대)39)

- 몽골을 통일한 뒤 여러 부족들의 集團的 利己主義를 누르고 

중앙집중권력을 만들기 위하여 친위대를 조직

- 부족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칸과 국가를 위해서만 충성하는 

정예부대

- 엘리트들로 구성하여 칸에 대한 충성을 최상의 덕목으로 내세운 

귀족제적인 집단

ㆍ처음에는 150명으로 시작, 나중에는 1만 명으로 확대

ㆍ구성원은 칭기즈칸의 사위, 능력 있는 십호장, 백호장, 천호장, 정복지 

유력자의 아들 등

38)「몽골비사」에서

39) “케식”은 親衛, “케식텐”은 케식의 복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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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생의 텡그리 힘으로 천지에 기력이 더해지면서 모든 나라를 바로잡아 

나의 고삐에 들게 한 이제 내게 친위대원을 천호별로 뽑아 들여라. 숙위, 

궁사, 근위들을 뽑아서 만 명을 채우도록 하라. 또 친위대를 뽑아들이는 

영을 천호마다 공포해 만호, 천호, 백호의 아들들이 친위대에 들어올 때 

재능 있는 자, 용모가 단정한 자, 우리 곁에서 행할 만한 자를 들도록 

하라.”

- 케식텐은 일종의 인질제도로 다른 부족들의 반란을 예방

ㆍ몽골국립대학교 역사학과 뭉크 에르덴 교수는 “천호장과 백호장 그리고 

십호장의 아들들은 반드시 케식텐에 들어가야 했다. 만일 들어가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다. 아들이 케식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호장들은 

칭기즈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모반이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장치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

- 케식텐에게는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천호장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

ㆍ“밖에 있는 천호보다 나를 친위하는 자가 높다. 밖에 있는 천호가 감히 

나를 친위하는 자와 대등하다고 여겨 다투면 천호를 벌하도록 하라.”

- 케식텐은 군대조직이라기보다는 국가를 경영하는 中心軸 역할

ㆍ케식텐을 통해 칭기즈칸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세계전쟁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는 推進力이 됨

⑧ 千戶制를 통한 一絲不亂한 조직운영

- 千戶制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 군사, 사회적 종합 통치 시스템으로 

總力動員體制
- 혈연 중심의 연합체를 파괴하고 종적으로 확고한 연결고리를 가진 

천호제를 구성

ㆍ혈연 중심의 군대는 항상 갈등과 반목의 여지, 모반의 씨앗이 되기도 함

- 십진법을 사용

ㆍ千戶制는 열 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十戶에서 출발하여 百戶, 千戶, 萬戶 
등 피라미드式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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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휘관은 十戶長(아르반), 百戶長(자운), 千戶長(밍간), 萬戶長(오르콘)

- 통일성과 호환성을 갖추기에 용이하며 조직의 외형을 키우는 데도 효율적

ㆍ蒙古族이 타민족 또는 부족을 정복하면 敵將만 처리한 뒤 정복된 군인들을 

똑같은 조직원리로 흡수 통합

- 병사들과 가족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을 떠날 수 없도록 사람들을 완전히 

재배치

ㆍ모반을 막기 위해 지휘관들을 서로 교체하고, 감시를 위해 두 사람이 

동시에 지휘권을 수행

□ 연대책임 통해 결집력을 제고

- “공격할 때나 퇴각할 때 앞의 병사가 무기나 짐을 땅에 떨어뜨렸는데도 

뒤에서 따라가던 병사가 그것을 주워주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한다.”

- 프랑스의 수사 카르피니는 그의 견문록에서 “십호에서 두세 명 이상이 

도망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처형돼야 한다. 십호 소속원 전원이 

도망치면 백호의 나머지 사람도 모두 처형돼야 한다. 만약 전부가 퇴각할 

때가 아닌데도 혼자 도망치면 즉석에서 처형돼야 한다. 십호 소속원 가운데 

적에게 붙잡힌 병사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구해 내지 못하면 

처형돼야 한다.”라고 기록

□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 준수

- 칭기즈칸이 철저히 능력 위주로 군사조직을 운영하여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십호장, 백호장, 천호장에 기용

ㆍ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다른 인물로 교체

- 말치기 바다이와 키실릭, 양치기 데게이, 목수 퀴취귀르, 대장장이의 아들 

젤메 등 당시 비천한 신분의 인물들이 상당수 천인대장에 임명

ㆍ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부족장이나 씨족장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일반 

병사들과 백성들은 크게 환영

- 누구라도 장교가 될 수 있다는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는 몽골기마군단의 

정신력과 전투력 향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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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뛰어난 學習能力으로 최신의 戰爭技術 확보

□ 타민족 기술인력을 중용

- 이슬람 정벌 시 생포한 목수, 대장장이, 농업 기술자, 방직 기술자 등 수천 

명의 기술자를 몽골로 데려와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

- 타국 토목기술자를 동원하여 몽골서부 알타이 지방의 자반 강기슭에 

항가이 城을 건설한 뒤 양조ㆍ잠업 기술자, 도공, 화가 등 전쟁에 직접 

관계없는 직종의 기술자들을 집단 거주시킴

- 수도가 카라코룸도 칭기즈칸이 데려온 이슬람과 중국 기술자들이 건설

□ 뛰어난 학습능력

- 초기에는 주로 기마전술에 의존하여 동물 뼈나 가죽으로 병기를 

제작했지만 나중에는 철, 구리 등을 이용한 금속무기 사용

- 몽골기마군단은 攻城戰鬪에 취약하여 金나라와 西夏를 공격할 때 苦戰
ㆍ金나라로부터 기술자들을 생포하여 功城武器를 개발

- 이란의 니샤푸르를 공격할 때 동원한 무기는 창 쏘는 기계 3천, 노포(弩砲, 

화살을 쏘는 대포) 300, 석유에 불을 붙여 던지는 장치 700, 사닥다리 

4,000, 돌을 던지는 장치 2,500개 등

□ 몽골군은 전투시 가운데로 뛰어들어 混戰하지 않음

- 기마병의 기동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의 측면을 돌아가서 배후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을 일단 혼란시킨 후 포위섬멸

- 때로는 거짓 패하는 척하여 퇴각하면서 적을 몽골진영 깊숙이 유인한 후 

매복으로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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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도주하다가 적이 따라오면 말을 달리면서 뒤로 활을 쏘아 적이 

맞아 쓰러지면 곧 반격

□ '갈가마귀처럼 모였다고 별처럼 흩어진다'는 아병살성진(鴉兵撒星陳)을 사용

- 기마병단은 신호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 퇴각공격(退却攻擊) 등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훈련

- 불리하면 흩어졌다가 서로 연락을 취하여 어느 순간에 빠른 기동성으로 

병력을 집중시켜 순간순간 한 지점에서 적에 대해 우위를 확보

- 몽골軍은 깃대를 뽑기 전에는 절대로 전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재집결할 

기회를 노리며, 적에게 생포되어도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않음

□ 불리할 때는 삼십육계 주위상책(三十六計 走爲上策)

- 36가지 계책 중 “불리할 때는 도망가는 것이 최상책”40)

- 兵家에서 逃亡도 주요 전략

ㆍ“도망치는 데 그를 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행동이 민첩하기 때문이다.” 

(孫子) 

ㆍ“强하면 이를 피하라.”(孫子) 

ㆍ“이쪽은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고, 큰 나라가 적을 도와준다면 피하는 데 

주저치 말라. 가망이 있으면 공격하고, 가망이 없으면 이를 피해야 

한다.”(吳子)

ㆍ“이길 것 같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라. 도망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라야 한다.”(吳子) 

ㆍ“兵家에서 이르기를, 끌어당겼다가 피하라고 하였다. 적이 나보다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다.”(李衛公)

□ 個人약탈 금지는 요즘의 스톡옵션에 해당

- 칭기즈칸은 타타르와의 전투에 앞서 공표한 혁명적 서약서에서 “개별적 

약탈을 금지하고 공평하게 분배한다.”라고 공언

40) 宋나라 司馬光의 「資治通鑑」 141권에서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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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투에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고 나중에 노획물을 모아 

공평하게 분배하므로, 전투 와중에 개인적으로 약탈하는 적군보다 

전투력에서 우위

- 부하들에게 정복에 성공하면 반드시 자신들에게도 노획물이 골고루 

배당된다는 비전을 제공(요즘의 스톡옵션과 유사)

□ 강력하고 다양한 武器를 개발

- 몽골軍의 40%가 중기마병(重騎馬兵): 가죽으로 무장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창을 잡고, 주로 충격을 주는 데 활용

- 60%는 경기마병(輕騎馬兵): 활, 투창, 올가미 밧줄을 지니고, 두 개의 

전통(戰筒)을 지니고 다녔으며 뒤에 화살 운반차량이 뒤따랐음

ㆍ정찰, 수색, 중기마병(重騎馬兵)을 지원하고 소탕작전과 추격작전을 수행

ㆍ아라비아式 언월도(偃月刀)나 전투용 도끼(戰斧, 전부)를 소지

- 보신용으로 가벼운 동물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어서 기동력이 뛰어남

□ 蒙古族은 마배상족(馬背上族) 

- 蒙古族은 옛부터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자라고 말에서 죽는다.”는 

마배상족(馬背上族)으로 불림

- 13세기 초 몽골제국을 방문했던 유럽인 카르피니(Carpini)는 “어린 아이가 

두 살이나 세 살이 되면 곧 말을 탈 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아이의 나이에 

걸맞는 조그만 활을 주어 활 쏘는 법을 가르쳐준다.” 라고 기록

- 몽골의 준마는 하루 500㎞를 질주(천리마는 하루에 천리, 400㎞를 달리는 

말)

- 우수한 말에게 조리모리 走法을 익혀 속도를 향상

ㆍ보통 말들은 앞의 두 다리가 뛰고 이어 뒤의 두 다리가 뛰는 前後驅動 
방식이지만, 조리모리 주법은 낙타처럼 오른쪽 두 다리가 뛰고 이어 왼쪽 

두 다리가 뛰는 左右驅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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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트르大帝(Pyotr I) 
1672~1725,  러시아

1. 基本事項
□ 略歷 

- 1672, 황제 알렉세이41)의 14째아들(후처 소생)로 출생

- 1682, 10세 때에 즉위했으나 궁중혁명(宮中革命)42)으로 크렘린에서 

추방되어 시골로 이사

- 1689, 실권 장악

- 1697, 서유럽 使節團 파견, 자신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변장하여 

직공으로서 포술․조선술 등을 습득, 귀국 후 서구화 위주의 개혁을 

진두지휘

- 1700, 스웨덴과 북방전쟁 발발, 20년간 전쟁 끝에 승리

- 1721, 元老院이 대제(Peter the Great) 칭호 부여 

□ 時代的 背景 
- 1480년까지 지속된 2백 년 동안의 몽고지배를 벗어나 王權을 强化하고 

國家體制를 정비하던 시점

- 1612년 로마노프 왕조가 출범했으나 17세기말까지 유럽 변방의 

야만국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

□ 成長 過程 

41)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Aleksei Mikhailovich, 1629∼1676): 러시아 황제. 치세의 
초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모스크바 등 여러 도시에서 시민 봉기가 빈발. 正敎의 
분열을 초래한 니콘의 교회개혁을 이용하여 敎權에 대한 帝權의 우위를 확립. 또한 
적극적 대외정책을 취함으로써 폴란드 스웨덴 투르크와 싸웠으며, 우크라이나를 합병. 
이는 훗날 표트르 1세에 의한 서구화와 제국 건설의 기반이 됨.

42) 궁중혁명(宮中革命): 1682년 표트르는 10세 때 황제에 즉위했으나 이복 누나인 
소피아가 궁중혁명으로 실권을 장악, 이반 5세를 제1황제로 삼자 표트르는 제2황제가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모스크바 근교 프레오브라젠스코의 마을로 쫓겨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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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에서 자라면서 정규교육조차 접하지 못했지만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하면서 신분에 따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소년시절부터 항구, 바다, 외국인(서구인)을 접하면서 글로벌 마인드 습득

- 大砲, 造船 등 공업 관련 실용기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함 

□ 主要 業績 
- 스웨덴과의 전쟁을 통해 발트 해로 나갈 수 있는 不凍港 확보

- 러시아 사회의 근대화를 달성하여 서유럽 열강에 필적하는 군사강국으로 

발전시킴 

□ 後代에 미친 影響 
- 과감한 서방정책으로 러시아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일원으로 만듦

- 북방전쟁 시 스웨덴 군을 평원으로 유인한 전략은 이후 나폴레옹, 

히틀러가 재현

 

2. 리더십 特性
① 직설적인 성격, 사물을 꿰뚫어 보는 直觀

□ 세련된 매너나 교양은 부족했으나, 직설적이면서도 사물을 꿰뚫어 보는 

直觀을 보유

- 격의 없고 소탈하여, 육체노동을 즐겨 했으며 근로자, 기술자 등 

하층계급과 대화하기를 좋아함

-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眼目이 있어 직접 만나본 후, 배경이나 

성분이 의심스러운 인물도 과감하게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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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을 무시한 業績主義 관철

□ 신분, 출신성분을 배제한 철저한 업적주의 인사를 평생 실천

- 황제의 권력을 활용하여 기존 신분제도의 높은 장벽을 깨뜨리고 ‘벽 없는 

사회(borderless society)‘를 구현

ㆍ계층에 무관하게 인력을 뽑아 쓰고 공적에 따라 작위를 내림

ㆍ황제 자신이 가장 낮은 계급부터 軍 경력을 시작

ㆍ멘쉬코프(Menshikov) 공작은 요리사 출신이었으며 세무청장 

쿠르바토프(Kurbatov)는 농노였음

ㆍ러시아 역사상 평민에서 귀족으로의 신분상승이 가장 빈번했던 시대

- 당시 신분상승한 신진세력들이 변화 주체(change agents)가 되어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反개혁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근대화를 앞당김

- “신분이 아니라 직무와 업적이 우선하는 사회”는 표트르 대제 이후 1백 년 

뒤 다시 세습귀족사회로 퇴보

□ 인재확보, 특히 해외 기술인력 확보에 주력

- 1697～1698 서유럽을 방문한 후 귀국 시 1천 명의 專門技術 人力을 유치

ㆍ해외인력 확보는 이후로도 지속

- 그는 서유럽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력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 

(증국번의 中體西用과 유사)

- 국력 증진을 위해 이른바 '공무원' 제도를 강화

□ 표트르 대제는 에티켓과 매너를 중시하여 서구의 모델을 도입하고 실제 

만찬회를 통해 신하들에게 전수

- 당시 러시아는 에티켓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몸 

긁기 등을 전면 금지

ㆍ러시아 특유의 구레나룻 수염을 금지하고 스스로 맨 먼저 면도

ㆍ특히 여성에 대한 에티켓과 신사도의 준수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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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항(不凍港) 확보’에 국력을 결집

□ 국가의 방향을 ‘부동항 확보’로 명쾌하게 정의하고 모든 국력을 동원

- 이제까지 타타르(몽고의 일족)와의 투쟁으로 동쪽을 바라보던 국가의 

방향을 서쪽으로 통일하고 ‘부동항 확보’를 위해 국력을 결집

ㆍ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西歐에 대한 동경을 키워온 결과 

- 얼지 않는 바다를 획득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전쟁을 단행

ㆍ對 터키(크리미아 타타르 전쟁, 1695～1696) → 아조프 해

ㆍ對 스웨덴(북방전쟁, 1700～1721) → 발트 해

 
표트르 대제의 부동항 확보를 위한 노력

- 재위기간 중 단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戰時
ㆍ부동항을 향한 그의 의지는 마치 얼음바다 속의 돌고래가 숨구멍을 찾듯 

절박

- 북방전쟁의 승리로 숙원인 부동항 확보(발트 해 연안), 새로운 부동항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부여 → 페테르부르크(Peter's 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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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트 해 확보를 위한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러시아의 광대한 평원을 

이용한 後退戰略을 처음으로 구사

- 지속적인 후퇴로 스웨덴군을 러시아 내부로 계속 끌어들여 병참선을 

연장시키고, 병력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

ㆍ天時와 地形을 십분 활용한 러시아군 전략의 원형을 제공

- 후일 쿠두조프가 나폴레옹을, 스탈린이 히틀러를 격파했던 전략의 元祖

□ 연이은 전쟁을 뒷받침할 財源을 조달하기 위해 企業活動을 적극 장려

- 기술,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을 러시아인에게 연계시켜 기업활동을 장려

ㆍ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중개하고 적극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

-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주들이 농노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력을 광산, 제조업으로 이동시킴

- 이들 기업은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오늘날의 自由企業이라기보다는,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일종의 國營企業
ㆍ표트르 대제는 이들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쟁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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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  프랑스

1. 基本事項
□ 略歷 

- 1769, 지중해 코르시카 섬 출생

- 1779, 부친을 따라 프랑스에 건너감

- 1784, 파리육군사관학교 입학

- 1789, 프랑스革命 발발, 코르시카로 귀향

- 1792, 다시 프랑스로 이주

- 1793, 툴롱항의 왕당파 반란을 토벌하는 여단 부관으로 복귀

- 1795, 10월 5일 파리에 반란이 일어나자, 바라스로부터 구원을 요청받고, 

포격으로 폭도들을 진압

- 1797, 이탈리아 각지에 프랑스革命의 이상을 도입한 인민공화국 건설

- 1798, 5월 5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 원정

- 1799, 11월 9일 군을 동원, 500인회43)를 해산시켜 원로원으로부터 

제1통령으로 임명되고, 군사독재 시작

- 1804, 12월 인민투표로 황제에 즉위

- 1805, 트라팔가 해전44)에서 넬슨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함. 12월 

아우스테를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러시아 연합군 격파

- 1812, 러시아 원정에 실패

- 1814, 엘바 섬에 유배

- 1815, 엘바 섬 탈출, 황제 복위, 6월 워털루 전투 패배 후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 

43) 500인회: 당시 국민공회(국회에 해당)는 ‘원로원’과 ‘500인회’의 양원제로 구성. 5명의 
총재로 구성된 행정부에 대한 지명권은 500인회가, 선출권은 원로원이 보유.

44) 트라팔가 해전: 1805년 10월 21일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 트라팔가 곶의 난바다에서 
넬슨의 영국함대가 빌뇌브 제독이 지휘하는 프랑스·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한 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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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代的 背景 
- 청년 시절 프랑스革命을 경험

ㆍ프랑스革命이 과도하게 급진화되었다가 안정국면으로 회귀하는 시점에서 

등장

- 프랑스革命이 이룩한 성과 위에서 프랑스의 국력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 成長 過程 
- 학창 시절 유별난 코르시카 사투리로 외톨이로 지냈으며 혼자 도서실에서 

역사책을 읽는 내성적인 성격

- 그러나 강한 자존심과 야망을 가슴속에 품은 채 성장 

□ 主要 業績 
- 프랑스革命 이후 국정안정, 산업발전, 군사력 강화, 나폴레옹 법전45) 편찬 

등을 통해 프랑스의 국력을 한 단계 상승시킴

-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제패하여 통일 유럽의 비전을 

현실화

- 당시 여러 봉건국가를 원정하면서 프랑스革命의 유산을 전 유럽으로 확산 

□ 後代에 미친 影響 
- 나폴레옹 법전은 현대 민법에도 그 주요 원리가 대부분 살아 있을 정도로 

근대적인 원리를 망라

- 그의 통일 유럽의 비전은 오늘날 유럽연합(EU)의 형성을 통해 

구체화되어가고 있음

- 그 자신은 군사 독재를 행하고 황제에 즉위했으나 프랑스革命의 정신을 

전파하여 근대민주주의 확산에 큰 영향

45)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이 4명의 편찬위원에게 기초를 명하여, 강대한 정치력을 
이용해서 제정한 프랑스 民法典. 이 법전이 취하는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등의 입장은 근대시민법의 기본적 원리이며 그 뒤에 제정된 각국 
民法典의 모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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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特性
① 후천적 노력으로 핸디캡을 극복

□ 내성적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비상시에는 리더십 발휘

-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태생으로 프랑스어에 능통치 못해 학교 시절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함

- 따라서 교우관계보다는 혼자 독서와 공부에 빠져드는 시간이 많아 

학구파이자 독서광의 성격이 이때 형성

ㆍ전쟁기간 중에도 항상 루소, 괴테 등의 서적을 소지했으며 스스로 소설, 시, 

논저 등을 저술

- 그러나 학교에서 태풍, 화재 등 긴급 사태가 있을 때마다 나폴레옹은 

자연스럽게 생도들을 지휘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

□ “보나파르트를 보려거든 에콜 마리테르의 승마장에 가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乘馬狂
- 후일 馬上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작전을 구상하는 英雄 나폴레옹의 

모습이 이루어짐

ㆍ당시의 철학자 헤겔은 말을 탄 나폴레옹을 보고 “말 등에 앉은 신(世界 
精神, Weltgeist)”46)이라고 지칭

□ 프랑스어 미숙과 短身이라는 결점을 특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의 계기를 마련

- 코르시카어에는 이태리 억양이 강하게 남아 있어 나폴레옹은 소년 시절 

자기 이름 ‘보나파르트’를 ’보오나파르테‘라고 발음했는데, 후일 政敵들이 

그를 비아냥거릴 때마다 ’보오나파르테‘라고 부름

46) 세계정신(世界精神, Weltgeist):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정신적 원리. 
세계영혼(世界靈魂)과 동의어로 사용. 이는 모든 사물 속에서 살아 있는 통일로서, 
법칙으로서, 神的인 힘으로서 계속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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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노력으로 프랑스인보다 더 정확한 프랑스어를 

구사, 반면 프랑스인 특유의 잔소리 버릇은 사라져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을 하는 간결성을 체득

- 157cm의 단신으로 ‘꼬마 下士’라는 별명을 지님

ㆍ주로 馬上에서 군을 지휘함으로써 단신의 약점이 잘 눈에 띄지 않도록 

했으며, 뛰어난 馬術로 위풍당당한 이미지 전파 

② 左右 진영 부하들의 황금비율 유지

□ 나폴레옹은 좌우대립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후, 좌우 진영 인물들을 고르게 

기용하여, 모두 포용 

- 양 진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물들을 모아 내각을 구성, 중도 정책을 펴며 

국민통합을 시도

ㆍ2대 총리(Consul) 캄바세레스는 혁명 당시 國王 弑害者(루이 16세의 

처형을 주장, 실행한 인물)로서 급진파

ㆍ3대 총리 르브룅은 루이 15세 때의 전직 관료출신(혁명파의 공격 대상)

□ 나폴레옹은 양 진영에 대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면서 교묘한 

均衡을 유지

- 나폴레옹은 혁명으로 붕괴된 부르봉 王家의 왕족인 엔기엔(Enghien) 

공작을 반역 혐의로 총살

ㆍ나폴레옹은 엔기엔 공작의 처형명령에 직접 사인함으로써 그의 부하 중 

프랑스혁명時 국왕처형에 가담했던 國王弑害派(Regicides)과 책임을 함께 

한다는 의지 표명

ㆍ스스로 부르봉 王家의 피를 손에 묻힘으로써, 王政復古를 가장 두려워하던 

國王弑害派의 신뢰를 확보

- 오페라 극장에 가던 도중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가 벌어지자, 王黨派의 

소행임을 알고도 당시 세력이 너무 강해지던 舊공화파 인물들을 지목하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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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랑스革命의 아들’로 자처

□ 프랑스혁명의 전파자로서 자유, 평등의 이념으로 虐政을 일삼던 주변국의 

국왕, 황제들에 대해 道德的 正當性을 확보

- 나폴레옹 법전 등 내치에서 근대화를 달성함으로써 체제경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대외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

- 절대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전제정치를 지향하지 않고 나폴레옹 法典에 

따른 법치를 추구

□ 혁명의 자유사상에 입각하여 理念의 自由를 옹호

- 스스로 “이집트에서는 회교도,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신자, 파리 대학에서는 

자유사상가”임을 자처 

□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에서 開戰에 앞서 “병사들이여, 4천 년의 세월이 

피라미드의 정상에서 그대들의 활약상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연설로 

병사들을 격려

- 나폴레옹 자신이 역사상 성취해야만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

④ 기민한 정보전 - ‘速度와 衝激’

□ 말(馬)을 이용하여 자신의 눈(眼)으로 敵의 진영을 정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戰略ㆍ戰術을 수립

- 워털루전투47)에서 영국군 사령관인 웰링턴48)은 나폴레옹의 전황 

47) 워털루전투(Battle of Waterloo): 1815년 6월 나폴레옹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종식시킨 전투. 나폴레옹이 이끈 12만 5천명의 프랑스군과 웰링턴 지휘하의 영국군 
9만 5천 명, 블뤼허가 지휘한 프로이센군 12만 명, 합계 20만여 명의 연합군이 
벨기에 남동쪽 위털루 남방 교외에서 접전. 6월 16일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고 퇴각시킨 다음, 18일 영국군에게 총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또 다른 
프로이센군의 지원으로 4만 명 전사자를 내고 패배. 영국군 전사자 1만 5천 명, 
프로이센군 7천 명. 22일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

48) 웰링턴(Wellington, Arthur Wellesley, 1769～1852): 영국의 군인, 정치가. 1809년 
포르투갈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 나폴레옹의 프랑스軍과 전투,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을 계기로 프랑스군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몰아낸 후, 프랑스로 추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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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능력에 대하여 “나폴레옹 한 사람이 진영에 나타나면, 그 즉시 4만 

명의 병력에 해당하는 전력이 증강된다.”고 평가

□ 번개 같은 속도와 충격으로 적을 無力化하는 것이 戰略의 核心
- 나폴레옹은 각개 부대가 상부의 명령 없이도 독립해서 작전할 수 있게 

사단을 각 부대로 분할하고 권한을 과감하게 위양

- 사단들은 행군 도중 전투대형으로 전개, 더 이상의 명령 없이도 적과 싸울 

수 있도록 부대편성

□ 당시 프랑스에서 발명된 연필을 野戰用 필기구로 활용함으로써 軍작전 

연락의 혁신을 달성

- 프랑스의 과학자 콩테(conté)가 1795년 연필을 발명

- 진중의 문서업무, 특히 통신ㆍ연락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하고 그 기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軍 전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ㆍ나폴레옹은 장교들에게 연필을 실에 매달아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함

- 정확하고 빠른 지시전달 및 記錄保存으로 責任所在의 明確化, 作戰能力 
改善 등에 크게 기여

ㆍ후에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귀향시 연필을 들고 가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한 

증거품으로 자랑했다고 함

1814년 파리에 입성. 1815년 연합군사령관으로서 워털루전투에서 나폴레옹軍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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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  日本

1. 基本事項
□ 略歷 

- 1542, 미카와(三河) 오카자키(岡崎)의 성주인 마쓰다이라 

히로타다(松平廣忠)의 長男으로 출생

- 1562,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동맹을 맺고 동해지방에 일대세력을 

구축

- 1603, 세키가하라(關ケ原)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지지세력을 제거하고 지방제후를 압도하여 일본 전역의 실권을 장악,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으로서 에도(江戶)49)에 막부(幕府)를 설치

- 1614～1615, 오사카(大阪)전투를 일으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秀賴)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의 잔당을 완전히 멸망시켜 일본을 

天下統一

□ 時代的 背景
- 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등 英雄들의 

戰國時代로 통일 기운이 무르익어 가던 시대

□ 成長 過程 
- 치열한 전국시대 작은 지역 영주의 아들로 출생,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성장

- 4세 때 이마가와(今川) 가문에 볼모로 보내져 우여곡절 끝에 18세까지 

인질생활

-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치하에서 항상 2인자의 역할로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실력을 키움

49) 에도(江戶)는 오늘날의 도쿄(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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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15세기말부터 1백 년 간 지속된 戰國時代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본 열도를 

통일해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구축 

□ 後代에 미친 影響
- 에도막부(江戶幕府) 설치 이후 3백 년 간 일본 近世封建社會를 확립50)

-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누렸으나 鎖國政策과 國民統制로 사회가 다소 

정체상태 지속 

 

2. 리더십 特性
① 은근과 끈기 - “기다림”의 리더십

□ 이에야스는 自己를 주장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리더

- “인간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長期眼目으로 세상을 파악

- ‘새 울게 하기’의 逸話는 유명

ㆍ오다 노부나가 (冷嚴):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ㆍ도요토미 히데요시 (自信): “달래고 꼬여서 어떻게든 울게 한다.”

ㆍ도쿠가와 이에야스 (忍耐): “울 때까지 기다린다.”

□ 다케다 신겐(武田信玄)51)의 병법을 상기, 항상 완벽한 승리보다는 온건한 

절충안(折衷案)을 채택

50) 에도시대(江戶時代)는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M.C. 페리제독이의 흑선이 
들어와 일본을 개항시키고 도쿠가와 막부에 종언이 찍히면서 막을 내림. 이후 일본은 
天皇을 내세운 다른 사무라이들이 나서서 에도(江戶)를 도쿄(東京)로 개칭하고 새 
정부를 세운 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선언함으로써 근대국가로의 길을 걷게 됨.

51)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1521～1573): 일본 전국통일의 길을 연 인물로 일생 동안 단 
한 차례도 참담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으나, 1573년초 노부나가와 대립하던 중 
진중에서 병이 들어 급사하면서 가문이 몰락. 일본 최고의 전략가, “가이의 
호랑이(甲斐の虎)”라고 불림. 가이는 지금의 야마나시현(山梨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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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겐은 평소 “兵法의 극치는 5부(分)의 승리를 最上으로 하고 7부를 

中으로 하며 10부를 最下로 한다. 5부는 탄력을 낳지만 7부는 게으름을, 

10부는 오만(傲慢)을 낳는다.”고 강조

ㆍ즉, 적을 반만 제압하면 부하들이 좀더 잘 싸우겠다는 의욕이 생기지만, 

적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면 自慢心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

- 세키가하라(關原) 전투에서 히데요리(豊臣秀賴)52) 軍을 격파한 후 

오사카에 남아 있던 西軍의 총수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밂

ㆍ철저하게 공격해서 완벽한 擊滅을 꾀할 수도 있었으나 피를 덜 흘리는 

방향을 선택 

② 리더-부하 간 信賴를 평생 유지

□ 이에야스는 인질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 끝까지 충성을 바친 家臣들에 감동, 

“家臣이 최고의 보배”라는 신념을 평생 간직

- 이에야스가 어린 시절 인질이 된 후, 가신들은 주군을 잃고 이마가와 

가문의 하급부대로 전락

- 이마가와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녹봉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호미와 

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도록 했으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위험한 전선에 

투입, 자연 소멸을 시도

-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우연히 13세의 이에야스가 자신의 

영지를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 비축해둔 돈, 식량, 무기를 보여주며 무사히 

성장할 것을 당부

③ 에도막부(江戶幕府) 건설

□ 연고지가 아닌 에도(江戶)로 발령낸 히데요시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면서도 

웅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음

52) 히데요리(豊臣秀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늦둥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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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데요시와 연합하여 오다와라(小田原)53)를 격파(1590)한 뒤 전후의 

논공행상에서 이에야스에게 주어진 것은 당시로는 奧地였던 간토(關東)의 

6개 지방

ㆍ그 대신 지금까지 피땀을 흘려가며 다져온 5개 지방, 특히 그의 발원지인 

미카와(三河)는 환수됨

- 영지는 늘어났으나 미개간 황무지에 불과했으며, 수도와 거리도 멀어짐

ㆍ하코네(箱根)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간토로 내려가면 上京 희망은 거의 

단절되고 전국제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

   → 家臣들의 불만이 극에 달함

- 그러나 이에야스는 “비관할 것 없다. 옛 영지보다 훨씬 더 광대해졌으니 

언젠가는 上京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가신들을 설득

   → 간토의 황무지였던 에도(江戶)가 오늘날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로 발전

④ 뛰어난 維持管理 능력

□ 이에야스는 전투지휘에서도 물론 뛰어났으나 行政ㆍ組織管理에서 특히 

탁월한 力量을 발휘

- 3명의 英雄은 16세기 일본사에서 제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

ㆍ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일본 중세 이후의 낡은 가치관을 

타파하고 구체제를 파괴

ㆍ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새로운 가치체계를 갖춘 

사회를 건설

ㆍ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 두 선배가 한 일을 완성시켜 

오랫동안 유지 관리

- 히데요시와 협력하게 된 이후 히데요시가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정벌 

등 外政에 바쁜 사이 그는 內政을 담당하여 행정관리에 많은 경험 축적 

   → 이런 경험은 幕府體制 설계에 큰 역량으로 작용

53) 오다와라(小田原): 일본 혼슈(本州)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있는 도시. 오다와라 
호조씨(小田園 北條氏) 가문의 본거지.



- 53 -

※이에야스의 維持管理 원칙

1) “머리와 몸을 分離한다” - 分斷 원칙

- 이에야스는 쇼군(將軍)이 된 지 2년 만에 은퇴하고 셋째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쇼군직을 승계

- 하지만 전권을 넘기지 않고 슨푸(駿府)54)의 은거지에 다양한 인재들로 

參謀陣을 구성, 정책을 수립하고 아들에게 이를 실행토록 함

- 정책을 만드는 머리 부분은 슨푸에 두고, 실행을 하는 몸과 손, 발은 

에도에 두는 식

- 二元體制는 히데타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 노부나가가 恐怖를 이용한 덤프트럭 같은 관리를 했다면, 히데요시는 

賢者의 倫理나 道德에 중점을 두고 부하들을 격려했고, 이에야스는 分斷 
정책을 활용

2) “꽃과 열매를 동시에 주지 않는다” - 牽制와 均衡 원칙

- 꽃은 勸力, 열매는 給與
- 이에야스는 남에게 信賴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信賴를 

저버리지 않도록 牽制와 均衡을 중시

- 자신이 쇼군이 되기 전부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家臣들에게는 勸力을, 

정세 변화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 다이묘(大名)55)에게는 

給與를 많이 지급

ㆍ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천하를 장악한 이에야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신들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領地를 배분

ㆍ본거지인 간토(關東)와 종래 정치의 중심지인 교토, 오사카를 연결하는 

지역 등 요충지에 폭넓게 배치하여, 2～3중의 방어선 구축

54) 슨푸(駿府): 지금의 시즈오카(靜岡) 市.

55) 다이묘(大名): 일본 중세말부터 근세초까지 지방에 할거하던 봉건영주. 쇼군의 
휘하에서 지방세력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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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막부 개설 후, 대규모의 에도성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해 새 시대를 알리고, 

예산을 다이묘들에게 부담지워 세력확장 및 중앙권력에 대한 저항을 

사전예방

3) 늘 民心 동향을 파악하고 輿論을 聽取 - 大耳(큰 귀) 원칙

- 이에야스는 후계자 선정 시 意見聽取力을 기준으로 적용

ㆍ아들 11명 중에서 최종후보로 둘째 히데야쓰(秀康)와 셋째 

히데타다(秀忠)가 경합

ㆍ둘째 히데야쓰는 무예와 지략이 뛰어나 일찍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정작 

이에야스는 셋째 히데타다에게 승계

ㆍ長期的이고도 安定的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參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히데타다가 앞선다는 판단

- 이에야스는 일본의 전권을 쥐게 된 세키가하라 싸움에서도 輿論을 충분히 

활용

ㆍ세키가하라 전투는 히데요시 死後에, 히데요시의 本妻인 네네를 지지하는 

도쿠가와와 히데요시의 妾인 요도기미(淀君)를 지지하는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간의 싸움

ㆍ本妻보다 妾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常識에 맞게 이에야스는 히데요시를 

지지함으로써 히데요시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다이묘들이 이에야스를 支持

4)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 改革 원칙

- 막부를 출발시키면서 새 정치체제에 맞도록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

-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는 혼다 마사노부(本多正信)를 기꺼이 중용56)

ㆍ마사노부의 능력은 과거의 反逆行爲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

56) 혼다 마사노부(本多正信, 1538～1616): 유년시절부터 이에야스를 섬기지만, 
잇코잇키(一向一揆: 잇코의 난) 난에서는 반란군 측에 가담하여 이에야스에게 저항. 
마사노부는 무인으로서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실무에는 뛰어나서, 이에야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자신의 행정능력과 지략을 유감없이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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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家臣이라도 자기개혁이 가능한 사람만을 등용

ㆍ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武士보다는 文臣들을 점차 등용

- 太平盛世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한직으로 

물러나게 함

5) “종이 한 장까지 아낀다” - 구두쇠 원칙

- “商人의 검소한 생활과 계산능력, 재능을 본받자.”고 강조하고 매사에 

생산성과 효율을 추구

- 무인이자 정치가였던 이에야스는 뛰어난 경제감각을 보유

- 천하통일 후 다이묘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옆구리에 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가자 맨발로 마당에 내려와 

허공에서 춤추는 종이를 붙잡음. 다이묘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이에야스는 

“나는 이렇게 해서 천하를 손에 넣었소.”라고 대꾸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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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순신 장군(李舜臣) 
1545~1598,  朝鮮

1. 基本事項
□ 略歷 

- 1545, 서울 출생

- 1576 (宣祖9년), 무과 급제

- 1591, 柳成龍의 천거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승진

- 1592, 임진왜란 발발, 옥포, 사천, 당항포에서 연승, 7월 한산대첩

- 1597, 白衣從軍 후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되어 명량대첩(鳴梁大捷)에서 

승리

- 1598, 노량해전(露粱海戰) 중 戰死
- 총 23戰 23勝의 성과를 거둠 

□ 時代的 背景 
- 戰國時代가 끝난 일본은 도요토미(豊臣秀吉) 정권의 유지를 위해 

사무라이들의 失業難 해결 차원에서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

- 반면 건국 이래 큰 전쟁이 없던 조선은 내부적으로 紀綱이 解弛해지고 

軍事力이 크게 弱化돼 있던 형편 

□ 成長 過程 
- 5대조가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4대조가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낸 名文家였으나 조부 백록(百祿)이 기묘사화(己卯士禍)57) 때 피해를 

입음으로써 관직이 끊김

- 기묘사림(己卯士林, 己卯士禍 때 趙光祖와 함께 피해 입은 선비)의 

가문으로서 엄격한 수양과 도덕적 기풍으로 후대에 청렴결백과 自己義務의 

充實 등의 태도가 이 때 형성

57)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中宗 14) 11월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재상(勳舊宰相)에 의해서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 
신진사류(新進士類)가 화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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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각종 부정부패를 만날 때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아 모함을 당하거나 

파직당하는 등 軍생활이 험란

- 어머니 초계(草溪) 변씨(卞氏)는 명가의 며느리로서 이순신이 

三道水軍統制使가 되어 인사하러 왔을 때 “어서 가서 나라의 치욕을 

씻으라”고 당부하던 여인상

-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여 군생활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이미 

공인되어 있었음

   → 그가 전라좌수사에 임명된 것은 친구인 柳成龍의 천거 탓도 있지만, 

다가오는 危機狀況에서 유능한 海軍 司令官이 꼭 필요했기 때문 

□ 主要 業績 
- 壬辰倭亂 시 地上戰의 초기 패전을 海上輸送路 차단을 통해 반전시키고 

섬나라인 일본의 해군을 격파하는 강력한 海上力量 과시

- 마지막 노량해전(露粱海戰)에서 침략군을 응징함으로써 적당히 타협하려는 

明나라의 압력을 극복하고 국가의 위신을 세움58)

ㆍ이순신과 함께 朝明 연합함대를 지휘한 明將 진린(陳璘)은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은 공이 있는 분”이라고 극찬

□ 後代에 미친 影響 
- 한국민의 가슴 속에 각인된 英雄으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聖雄視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탁월한 군인이자 리더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 이순신의 존재는 英雄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다시 부각

ㆍ1795년(정조19년), 왕권 강화와 충성심 강조가 필요할 때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59)를 간행

ㆍ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체결 이후 丹齋 申采浩는「이순신전」을, 
일제시대 이광수는 소설「이순신」을 저술, 民族英雄에 대한 갈망 표현 

58) 明나라 장수인 유정(劉艇)과 진린(陳璘)은 고니시(小西行長)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본군의 퇴로를 열어주려 했으나 이순신 장군의 설복으로 뜻을 거둠.

59)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 이순신 장군의 전집. 1795년(正祖 19년) 왕명에 의해 
교서관(校書館)에서 유득공(柳得恭)의 지휘 아래 편집. 총 14권 8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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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特性
① 철두철미한 完壁主義者

□ 이순신은 노량해전을 제외한 모든 전투에서 시기와 장소를 골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적을 유인

- 자신이 원한 장소에서 대응전술이 준비된 상황에서만 전투를 벌임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순신은 답답할 정도로 꼼꼼한 인물이었다고 평가

ㆍ그러나 이러한 주도면밀한 준비와 세심한 관리는 모든 名將의 필수 요건

□ 行政에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

- 군비 확충과 조달, 전투준비와 장병들의 사기진작, 부족한 전투병력 보충을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승려와 농민들을 접촉

- 그러면서도 총사령관격인 三道水軍統制使가 직접 모든 부하들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중간관리자들한테 責任感을 심어주고 과감히 

權限을 委讓

② 엄격함과 인자함을 겸비

□ 노여움이나 즐거움에 대한 표현을 자제, 賞罰도 엄격

- 승리할 때마다 戰果를 개인적으로 명시, 수훈(受勳)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고 軍令을 어긴 사람은 엄하게 처벌

- 겨울의 농한기에 병사들을 교대휴가 보내 농사일을 준비하게 하고, 노획품 

가운데 의복과 무명, 베 등을 군사들에게 배분

- 이에 부하들은 이순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함

□ 경상도 東萊와 陽山戰鬪 시 

- 경상좌수사인 박홍(朴泓)이 싸우지도 않고 철수, 순천의 

영군병방(營軍兵房)은 근처에서 출병하지도 않고 坐視
- 이순신은 관계자들을 무참하게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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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민들이 소와 재물을 도둑질하기 위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주모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

- 반면, 피난민들의 생계를 염려하여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 임금에게 “피난민들이 돌산도로 들어가 살면서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 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함

③ 절망적 상황에서도 兵士의 士氣를 고취하는 호소력

□ 이순신은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生卽死 死必卽生).”라고 부하들의 사기 독려

- 왜선 133척을 전선 12척으로 싸워야 하는 명량대첩을 앞두고, 전투력의 

절대 열세를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병들의 전투의지 분발과 

'決死救國'의 각오 고취

□ 화살에 맞고도 전쟁을 지휘

- 1578년 두만강 어귀에 있는 녹둔도(鹿屯島)의 둔전관(屯田管)으로 근무할 

때 오랑캐의 기습으로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몰래 

돌아서서 화살을 뽑고 태연히 부대를 지휘 

④ “임금의 명령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있다.(君名有所不受)”

□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이라도 전군의 전략상 맞지 않는 것은 불복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님

- 통신이 불비한 상황에서 조정의 명령은 실제 현장전투에서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

ㆍ당시의 통신 상황은 1593년 8월 1일 발송된 삼도수군통제사의 임명장이 

동년 10월 9일에 전달될 정도

- 만약 명령불복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

※“전쟁터에 나간 장수는 왕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君名有所不受)”는 兵法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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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衣從軍이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不名譽를 극복한 絶對忠誠을 보여줌

- 한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

- 해군의 막강한 전력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었구나” 하며,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조국을 구하고 絶對忠誠의 심정으로 

최후를 맞음

□ 적장 가토오(加藤淸正)가 이중첩자를 통해 흘린 거짓정보에 속아 조정은 

공격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은 이를 거짓정보로 판단해 군사를 움직이지 

않음 

- 왕명 거부의 죄로 문책한다면 목숨은 내놓을망정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유

- 결국 이 항명으로 인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됨 

⑤ 陸戰 戰術이던 ‘학익진(鶴翼陣)’을 海戰에 응용

□ 적은 아군에게 종대(縱隊)가 되고, 아군은 횡대(橫隊)가 됨으로써 아군의 포격 

유효사거리 안에 적을 최대한 유도하는 전술

- 3백 년 후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이 러일전쟁에서 

원용, 발틱함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둠

학익진도(鶴翼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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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순신은 화약에 정통하여 황자총통(黃字銃筒), 지자총통(地字銃筒), 

천자총통(天字銃筒)60) 등을 개량해 거북선 및 판옥선에 배치

거북선 외형 및 내부 구조

60) 총통(銃筒): 조선시대 화포의 총칭. 구경이 넓고 포신이 짧은 투박한 모양으로 화약을 
사용하여 철환(鐵丸)이나 철촉전(鐵鏃箭)을 발사. 종류로는 대포인 별대완구·대완구와, 
이보다 작은 천자(天字)·지자(地字)·현자(玄字)·황자(黃字)총통 등이 있었으며, 소포인 
우자(宇字)·주자(宙字)·영자·측자총통 등도 있었음.



- 62 -

10.  넬슨提督 (Nelson,  Horatio) 
1758~1805,  英國

1. 基本事項
□ 略歷 

- 1770, 해군 입대

- 1794, 코르시카 섬 점령 시 오른쪽 눈 실명

- 1797, 세인트빈센트 해전에서 오른쪽 팔 잃음

- 1798, 나일 강 입구에서 프랑스 함대 격파

- 1803년부터 지중해 함대사령관으로 프랑스 함대를 견제

- 1805, 10월 21일 트라팔가 해협에서 프랑스-에스파냐 연합함대를 포착, 

대담한 분단작전으로 격멸 

□ 時代的 背景 
- 나폴레옹이 20년에 걸쳐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바다의 

장벽에 막혀 英國을 점령하지 못하던 상황

- 나폴레옹은 영국이 건재한 한 자신의 유럽지배가 완벽하지 못함을 깨닫고 

공세를 취했으나 넬슨에게 패배함으로써 그의 제국지배 자체가 瓦解되는 

계기가 됨 

□ 成長 過程 
- 가난하지만 品位 있는 가문에서 출생 

- 13세 때 해군대령이던 외삼촌과 함께 해상생활을 경험하고 15세 때는 

北極을 탐험 

- 외향적이고 인내력이 강했으며, 소년 시절부터 “죽은 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될 것”을 희망

- 이후 해군장교로서 지속적으로 전과를 올림. 35세에 함장이 되고 46세 때 

지중해함대 사령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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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나폴레옹의 英國侵攻을 트라팔가에서 막아내고 결국 나폴레옹 제국 몰락의 

도화선이 됨. 그의 독창적인 해전 전술은 ‘Nelson Touch’라고 불리며 후대 

해전에 큰 영향을 줌 

 

2. 리더십 特性
① ‘All or Nothing’의 死生觀

□ 과감한 勝負士의 기백을 죽을 때까지 보유

- “나는 패전 책임을 지고 처형되느냐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되느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늘 말함

□ 전투時에는 늘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돌격했으며 戰死를 두려워하지 않음

- 그 결과 부상이 많았고 왼쪽 눈과 왼쪽 팔을 잃음

- 트라팔가 해전에서도 敵함대 대열에 가장 먼저 다가가 포격을 가한 것은 

그가 탑승한 빅토리아호 

② 기계적 命令服從보다 자신의 判斷을 신뢰

□ 넬슨은 전투 중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면 司令部의 命令을 무시하고 

자신의 所信대로 전투 수행

- 1801년 코펜하겐 전투 중 당시 사령관 하이드 파커(Hyde Parker)는 

戰況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撤收를 명령

- 넬슨은 최전방에서 전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철수할 시점이 아님을 간파

ㆍ그는 일부러 망원경을 失明한 왼쪽 눈에 갖다 대고 “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외침

- 결국 덴마크 해군이 항복할 때까지 전투가 지속되었으며 사령관 파커는 

전투 종료 후 넬슨을 포옹하며 그의 精確한 判斷力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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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直角轉換 전술을 통한 ‘Nelson Touch’

□ 넬슨은 당시 해군의 전술을 획기적으로 뒤바꾼 新戰術을 통해 

프랑스ㆍ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멸

- 당시 함선은 양측면의 포를 사용하기 위해 일렬로 늘어서서, 서로 대포를 

발사하여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지속하는 지리하고 낭비적인 형태

- 넬슨은 능숙한 키잡이를 활용, ‘직각전환’을 통해 양측면의 대포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敵함대를 양분시키는 전술을 구사

넬슨의 해상공격 전술 기법

- 영국 함정(붉은색)이 종렬로 늘어선 적 함대(흰색)를 좌측포로 공격하다가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 종렬을 차단하는데, 이때 양쪽 대포를 모두 이용하여 

적선을 공격할 수 있음. 종렬을 관통한 후 다시 수직으로 전환하여 적선의 

측면을 완전히 격파함.

□ 넬슨은 일렬로 늘어선 적 함대를 양분한 후 한쪽을 무력화하고 다른 한 쪽을 

집중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Nelson Touch)

- 절단된 한쪽이 지원하러 오기 전에 선제공격했던 함대를 壞滅시키는 

速戰速決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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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대가 평행하게 이동하며 발포한 후 즉각 직각으로 선회하여 적의 대열을 

갈라놓았고, 이러한 넬슨의 전술은 類例가 없었던 것으로 海戰戰術에 

대변화를 초래

-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프랑스의 함대는 모두 괴멸되었고, 해군제독 

빌레누브(Villeneuve)는 영국 해군에 의해 생포됨 

④ 노련한 키잡이와 포수 양성

□ 실전에서 잔뼈가 굳은 현장출신의 지휘관들과 잘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

- 섬나라의 해군으로서 몇 년 심지어는 십수 년을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지속된 함상 생활에 단련된 능숙한 지휘관이 다수

- 당시 선원들의 상당수가 부랑아, 걸인, 채무불이행자들로 충원되고, 이들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 넬슨 자신도 장기간의 함상 생활, 심각한 부상, 지병으로 고생했으며, 당시 

영국인들은 넬슨을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자식들이 넬슨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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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1848~1934,  日本

1. 基本事項
□ 略歷 

- 1848,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생 

- 메이지유신 후 해군사관이 됨

- 1871～1878, 영국 유학

- 1894, 청일전쟁(淸日戰爭) 시 나니와(浪速)61) 함장(艦長)으로서 청국군함 

고승호(高陞號)를 격침

- 1904, 러일전쟁 시 일본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서 전 해군을 지휘하여 

쓰시마 해전(東海海戰)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62)를 정자전법(丁字戰法)63) 

으로 격파

- 1913, 원수(元首)로 승진 

□ 時代的 背景 
- 미국 페리 제독의 강제적 개항(1853) 시 5세

- 일본이 20세기초 산업발전 및 군사력 강화로 세계 열강에 끼어들어 

경쟁하던 시대

-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일본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격화되던 시기

□ 成長 過程 
- 13세기부터 武士家門이었던 도고(東鄕)가문에서 태어나 8세 때부터 집 

근처 논 사이를 흐르던 작은 개울에서 日本刀로 잉어 50마리를 베어서 

잡았다는 일화를 남겼을 정도로 武藝에 출중

61) 나니와(浪速): 청일전쟁 전에 일본이 해군육성을 위해 구입한 군함 중 하나. 주력함은 
청일전쟁 1년 전인 1893년 영국에서 준공된 고속순양함 

62) 발틱함대: 흑해함대 동양함대와 함께 제정러시아의 유럽방면을 지킨 3대 주력함대 중 
하나.

63) 정자전법(丁字戰法): 일명 敵前回頭作戰. 함대를 ‘丁’자 모양으로 벌여 대전하는 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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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가 뛰어나면서 고집이 강해 웃어른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는 

問題兒
- 16세 때 당시 영국과의 분쟁, 즉 나마무기(生麥) 사건64)에서 애국심에 

불타, 아버지, 형과 함께 참전

- 1863년 24세 때 영국 군함의 위력을 목격하고 “앞으로 있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강한 해군력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

- 1871년 당시 최강의 해군국 영국으로 유학, 어학연수 코스 하나 없던 

시절, 교회를 다니며 성가와 성경책으로 영어를 배우고 해군 관련 지식을 

습득 

□ 主要 業績 
- 러일전쟁 시 쓰시마 해전에서 발틱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청일전쟁에 이어 

일본제국이 東北亞 主導國으로 부상 

□ 後代에 미친 影響 
-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일본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확고한 

정치군사적 위상을 확보

- 승전 이후 일본에서 '군신(軍神)'으로 불림

2. 리더십 특성

① '運‘이 좋은 인물

□ 도고는 무명의 제독이었으나 '운이 좋은 인물'이라는 평에 힘입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의 최고사령관에 임명

64) 나마무기(生麥) 사건: 1862년 8월에 요코하마 교외의 나마무기 마을에서 한 
사무라이가 행렬이 지나가는 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국 상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이에 대해 영국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당시 극도로 고조된 양이운동(洋夷運動)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거부해 다음 해에 
영국과의 사쓰에이 전쟁(薩英戰爭)을 발발시키는 단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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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는 청일전쟁 당시 나니와의 함장으로 청국군함인 고승호를 격침시킨 

정도로만 알려진 無名의 제독

- 그를 추천한 수상과 해군 대신은 “그는 運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끄는 

부하들 중 단 한 명도 영창에 보내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싸움에는 운이 있는 장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유를 밝힘

- 운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주변에 陰德을 베풀었으며 

매사에 성실했음을 의미 

② 부하들에게 功을 돌리고 무거운 責務를 自任

□ 전투 직전에 도고는 "이기는 전투에서는 諸君들의 역량에 맡기겠다. 다만 

상황이 불리할 땐 내가 나서겠다.“고 훈시

- 쉬운 일은 부하가, 어려운 일은 본인이 하며,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자세

- 격전에 임한 부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리더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제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용기를 부여 

③ 機動性과 柔軟性으로 대함거포주의(大艦巨砲主義)를 압도

□ 당시 큰 배와 강력한 대포에 의존하던 해군전술을 어뢰(魚雷), 기뢰 

(機雷)65)를 이용한 기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전술로 대체

- 당시 전 세계 해군은 1만 톤급의 거대한 몸체를 지닌 戰艦과 巡洋艦 
건조에 열중

- 도고는 어뢰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가치에 착안,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방향을 유지하는 自家推進式 어뢰를 도입

- 쓰시마 해전에서 어뢰를 사용해 러시아 함대의 기함과 주력 전함 한 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둠

ㆍ어뢰가 실전에서 효용을 발휘한 최초의 전투

65) 어뢰(魚雷)는 자동장치에 의해 이동해서 폭발하는 폭탄이고, 기뢰(機雷)는 수중에 
부설해서 표적을 폭파하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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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정면으로 접근한 후, 급회전하여 적에 대하여 가로로 정렬한 丁자 

기동을 통해 적 함대를 격파

- 丁자 기동은 도고가 평소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鶴翼陣)을 

개량한 전술

ㆍ당시 화력을 집중시키며 적의 도주를 막는 데 유리했으며, 화력이 우월했던 

일본 함대에 가장 적합한 전술 

   → 전투 결과 일본은 러시아艦 19척을 격침, 7척을 포획, 사령관을 포함해 

6,016명을 포로로 잡는 등 大勝(반면, 일본 해군의 피해는 3척 침몰, 

전사 117명에 불과)

□ 도고는 전투 초기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

- “최초의 30분에 적의 전투대형이 무너졌다. 결국 우리 제국의 運命은 그 

최초의 30분 동안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회상 

※ 英日同盟의 숨은 위력

- 도고의 승리 뒤에는 英日同盟이 결정적으로 작용

- 세계 최강의 해양제국인 영국이 일본 편에 서자, 러시아 해군은 석탄과 

기항할 항구를 찾기가 어려워짐

ㆍ군함들이 모두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선(蒸氣機關船)이던 당시, 석탄은 

함대의 혈액

- 일본의 同盟國인 영국은 최고의 함정용 석탄으로 꼽히던 자국의 질 좋은 

무연탄을 러시아 함대에는 판매하지 않았으며, 中立國들의 석탄선이 러시아 

함대에 영국산 석탄을 파는 것도 금지

- 영국을 의식한 많은 중립국 역시 러시아 함대의 자국 항구 기항과 자국의 

석탄선들에 의한 석탄 공급을 거부

- 러시아 함대는 연료 부족을 겪으면서 기항을 허락하는 항구들만을 통해 

항해해야 했으며, 결국 “아무리 강한 활이라도 과녁이 너무 멀면 낡은 

헝겊조차 뚫지 못한다.”고 하듯이 목적지 블라디보스토크를 눈앞에 두고 

지칠 대로 지쳐 이틀 동안에 동해상에서 완전히 격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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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화(鄭和)
1371~1435?,  中國 明나라

1. 基本事項
□ 略歷 

- 元나라66) 때 서역에서 이주해 온 이슬람교도의 후손

- 明나라 영락제(永樂帝) 때 환관의 총수인 삼보태감(三保太監) 역임

- 중국 明나라 환관(宦官)으로 1405～1433동안 7회의 南海遠征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해) 을 통해 ‘바다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海上貿易路를 개척, 

사령관 역임

ㆍ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신밧드’는 정화의 관직명인 ‘三保’가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時代的 背景 
- 당시 明나라는 청화백자, 비단 등 서양이 탐내는 세계 1위의 하이테크 

수출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티무르제국67)의 팽창으로 서역과의 육로가 

막혀 수출을 위한 새로운 突破口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 

□ 成長 過程 
- 윈난성(雲南省) 이슬람교 자치구에서 색목인(色目人)68)의 아들로 태어남

- 12세 때 윈난성이 명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된 후, 주원장의 아들 연왕(燕王, 

나중에 永樂帝가 됨)의 부하가 됨(이 즈음 去勢) 

66) 元나라(1271∼1368): 몽골족의 칭기즈칸이 금(金)과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이민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한 정복왕조. 

67) 티무르제국: 1370∼1507년에 걸쳐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 왕조.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군사력과 오아시스 정주민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티무르가 창설.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으나 티무르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학문, 예술 
보호로 화려한 궁정문화가 발달했으며 중앙아시아 최고의 문화 수준을 과시

68) 색목인(色目人): 원나라 때 몽골정권에 귀복(歸伏)한 서방계 민족의 총칭. 눈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중국은 지배수단으로 색목인들에게 
준지배자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고, 문무 각 방면에서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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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왕이 ‘정난의 변(靖難－變)’69)을 일으켜 永樂帝에 오를 때 큰 공을 

세우고 황제의 오른팔이 됨 

□ 主要 業績 
- 당시 발달한 중국의 항해술, 조선술을 활용하여 남해원정을 통해 ‘바다의 

실크로드’를 개척

- 쿡(Cook) 선장보다 3백 년 앞서 호주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유럽보다 1백 년 앞서 발견

- 최근에는 남극을 탐험하고 마젤란(Magellan)70)보다 1백 년 앞서 세계 

일주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

- 중국에서는 환관 출신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사마천(司馬遷) 다음으로 

정화(鄭和)”71)라고 일컬음 

□ 後代에 미친 影響 
- 정화의 해양정책은 그가 죽은 후 국내파들의 철저한 말살로 기록마저 

소멸되고 이후 중국의 해군력은 급속도로 萎縮됨

- 그러나 정화의 항해도는 포르투갈에 입수되어 세계 지도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바스코 다가마(Vasco Da Gama), 

콜럼버스(Columbus), 마젤란(Magellan) 등의 지침서가 됨

- 또한 그의 원정 이후 중국인들이 동남아 일대에 정착하여 華僑 확산의 

계기를 마련

 

2. 리더십 特性
① 황제의 전폭적 後見으로 조직 내 孤立을 克服
□ 정화는 ‘周邊人’으로서 명나라 주류 사회에서는 이질적 존재

69) 정난의 변(靖難의 變): 중국 明나라 초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내란. 
'정난(靖難)'은 연왕이 거병하면서 “간신들을 제거하여 황실의 난을 다스린다”는 
명목을 내세운 데서 유래.

70)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480?∼1521): 포르투갈 항해가. 마젤란해협의 발견자. 

71) 사마천(司馬遷): 중국 전한시대 역사학자.「사기(史記)」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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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목인, 환관, 이슬람교도 등 인종ㆍ신분ㆍ종교 모든 측면에서 이단적 

존재로서 오직 재능만으로 영락제의 신임을 획득

- 주류 계층(inner circle)에 편입될 수 없다는 약점을 외부와의 개방성을 

통해 극복

ㆍ환관으로서 지근거리에서 황제의 마음을 읽는 동시에 남해원정을 주도하여 

황제와 외부 세계와의 架橋 역할 수행

ㆍ이슬람교도이면서 불교에도 귀의, 종교적 관용을 가지고 남방의 여러 

나라와 교섭하는 데 최대의 유연성 발휘

ㆍ아라비아에 진출해서는 사절단을 보내 메카(Mecca) 성지72)를 참배하게 함 

→ 開放性, 異文化 수용능력

□ 純血主義를 타파하고 정화를 등용한 영락제의 인재관리가 남해원정의 원동력

- 정화의 역량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그에게 해외개척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영락제의 안목이 돋보임

ㆍ당시 中華思想에 매몰된 정통관료 출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과업 달성

② 大陸國家 중국을 海洋國家로

□ 15세기 초 전세계를 무대로 海洋國家 中國 건설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추구

- 정크선73)을 통해 칭기즈칸이 騎馬隊를 통해 이룩한 세계정복의 이상을 

재현하고자 시도

- 티무르제국에 의해 실크로드가 막히자 바닷길을 통해 우회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발휘

ㆍ‘바다의 실크로드’ 또는 ‘청화백자의 이동로’라 하여 ‘도자기 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역로 구축

72) 메카(Mecca)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헤자즈 지방의 주요 도시. 아랍어명은 마카 
(Makkah)이며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현재 약 10억의 이슬람교도들은 매일 메카 
쪽을 향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며 순례의 달에는 약 250만의 순례자들이 메카를 방문.

73) 정크선: 중국 수역에서 수천 년 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범선의 총칭. 중국어인 
촨(船)에서 인도네시아어 종(djong)이 되었다가 다시 영어 junk로 바뀜. 구조상의 
공통된 특징으로 수많은 수밀구획으로 나뉘어 일부 파손에도 침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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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화의 함대가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 호주, 남극을 순항하여 

地球를 일주했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1492년, 그는 이미 72년이나 늦었다. 
실제로는 明나라 제독 정화의 함대가 이미 1421년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콜럼버스나 마젤란은 정화 함대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대항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화 함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조선술과 항해술로 세계 일주까지 마쳤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2002년 3월 15일,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발표한 개빈 멘지스(Gavin Menzies) 
의 주장 중에서/

정화의 해상지도

③ 相生 추구, 최초의 glocalization

□ 칭기즈칸의 초토화식 정복이나 콜럼버스 식의 약탈과 착취가 아니라, 

대상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平和的 朝貢關係 수립

-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정이 반복될수록 무자비한 

征服 部隊에서 환영받는 親善使節團으로 변모

ㆍ정화는 수많은 이국의 동식물, 보물을 가지고 귀국했는데 황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기린’이었음

ㆍ황제가 기린을 보고 기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후속 원정 시 많은 남양 

국가들이 사자, 기린, 아라비아 말, 진주 등 특산물을 경쟁적으로 정화에게 

바침

- 조공관계만을 맺는 방식의 남해원정은 이후 유럽의 착취적 식민지화에 

비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적었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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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그러나 일방적 착취가 아닌 조공무역은 21세기에 보다 적합한 최초의 

glocalizatio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상생적 국제화 

기린을 싣고 돌아오는 정화의 정크선

④ 조선술, 항해술의 혁신

□ 정화는 당시 발달한 중국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활용해 세계 최강의 해군을 

육성

- 최대 정크선은 크기가 전장 150m, 너비 약 60m, 무게 8천 톤급으로 1천 

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70m)

ㆍ1백 년 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설 때 이용한 '니나호' 규모는 이 

정크선의 12분의 1에 불과

- 최신 조선기술인 수밀구획(水密區劃)74)을 설치하는 등 당시 유럽 

범선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 보유

ㆍ또한 양면으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사각 돛으로 역주 성능이 탁월

- 이러한 함선 60여 척과 병력 2만 7천명을 이끌고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침

74) 수밀구획(水密區劃, watertight subdivision): 선박에 손상이나 침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 내부는 수압을 가해도 물이 새지 않도록 칸막이(수밀격벽)를 설치해 
구분하는 구획방식. 속은 비어 있고, 마디와 마디 사이는 막혀 있는 대나무에서 
착안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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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보고(張保皐) 
?~846,  新羅

1. 基本事項
□ 略歷 

- 8세기말 신라의 한 섬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출생75)

- 신라의 경직된 골품제도(骨品制度)에 한계를 느끼고 도당(渡唐)

- 당군(唐軍)에 입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무령군(武寧軍)의 

군중소장(軍中少將: 고급장교)으로 임명

- 唐에서 활동 중 海賊에게 잡혀온 신라의 양민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접한 후 귀국을 결심

- 828, 신라 흥덕왕(興德王)에게 해적 토벌의 뜻을 밝힌 후, 청해진(淸海鎭, 

지금의 전남 완도에 위치)이라는 軍陣의 설치를 진언하여 허락을 얻음

-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동북아 해상을 지배

- 840, 일본에 무역사절을, 당나라에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76)를 보내어 

삼각무역(三角貿易)을 수행

- 846, 정치적 분란에 휘말려 암살됨 

□ 時代的 背景 
- 동북아제국의 국가권위가 약화되고 海上秩序가 혼란해진 시기

- 국가권위의 약화로 官ㆍ公무역이 점차 퇴조하고 民間貿易에 대한 수요가 대두

- 黃海에서 발호하던 해적 소탕에 대한 국가간 공감대 형성

- 기근과 신분차별을 피해 본국을 떠나 唐, 일본에 정착한 신라 유민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신라방(新羅坊)77), 신라촌(新羅村) 등)

75) 장보고의 고향이 전남 완도(莞島) 부근이라는 주장도 있음.

76)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 장보고가 唐나라에 파견한 무역사절. 장보고는 이 
견당매물사의 인솔 하에 교관선(交關船)을 파견하여 羅唐貿易을 독점.

77) 신라방(新羅坊): 중국 唐나라에 있던 신라인의 자치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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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를 동북아 국가들의 허브로 육성, 당대 동북아 

무역세계를 지배78)

ㆍ中東의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들과도 교역할 정도로 광활한 영역을 

활동무대로 삼음79)

ㆍ일본의 고승 엔닌(圓仁)이 唐나라를 여행하면서도 장보고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지니고 갔을 정도

- 남북(新羅vs.渤海)의 교류가 단절된 분단 상황 속에서 對外進出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을 장악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 後代에 미친 影響 
- 장보고 死後, 신라의 해상세력은 쇠퇴했으며 이후 근세조선까지 半島國 

으로 후퇴 

78) 청해진(淸海鎭)의 입지: 장보고는 오지나 다름없던 서남해안 구석의 완도가 남북 
중국항로와 대일본 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임을 간파. 완도 앞바다는 다도해의 
암초, 밀물ㆍ썰물의 변화, 육지와 부딪쳐 소용돌이치는 해류,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해풍 등으로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공격과 방어를 위한 천혜의 요새.

79) 슐레이만, 「중국의 인도소식」(851년), 알 마소디,「황금초원과 보석광」(965년) 에도 
장보고가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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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特性
① 넓은 包容力

□ 다양한 인적구성과 기능이 복합된 청해진을 중심으로 광활한 활동영역을 

일사불란하게 경영

- 民軍 1만여 명과 그 가족들을 거느렸던 海上王國이 질서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요구

- 옛 후배였지만 唐에서 불화가 있었던 정년(鄭年)을 반갑게 부하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군사와 권한을 부여하여 정년을 감복시킴

□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在外 新羅人을 한 네트워크 아래 결집 

- 조선술, 항해술, 통역 등 청해진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인적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

□ 중국의 기록에서는 그의 넓은 도량에 대해 극찬 

- 唐의 대시인인 두목(杜牧)은 「번천문집(樊川文集)」에서 장보고를 칭송

ㆍ‘안록산(安祿山)ㆍ사사명(史思明)의 난’ 진압에 공이 컸던 唐나라 장수 

곽분양(郭汾陽)과 동렬에 서는 큰 인물로 장보고를 평가

②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직과 인프라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佛敎, 組織 職制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용

- 당시 佛敎는 羅ㆍ唐ㆍ日을 포괄하는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ㆍ唐나라 산둥(山東)반도에 법화원(法華院)을 세웠으며 청해진 내에도 사찰을 

두어 航路의 安寧과 繁昌을 기원하는 場으로 활용

- 청해진을 구성한 주요 인물은 대부분 在唐 신라인 출신으로, 직위명칭도 

대사, 병마사 등 唐의 직함을 그대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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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民間貿易時代의 ‘東北亞 貿易 허브’ 구상

□ 唐의 고급장교로 재직하면서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 민간무역시대의 도래를 

예견

- 중앙집권적 질서가 와해되는 ‘緊張緩和’ 시대의 도래로 민간교역이 증대할 

것임을 간파

□ 羅ㆍ唐ㆍ日 항로의 중심점인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오늘날의 經濟特區에 

비견할 수 있는 軍ㆍ産ㆍ商 복합체로 육성

- 청해진은 신라 영토 내에 있었지만 獨立的인 기구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기능을 자체 보유한 독특한 조직

- 조직화된 민간 차원의 무역거래를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무역 

개념을 새롭게 정의 

 
장보고의 동아시아 무역활동 영역

□ 군사력과 교역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競爭優位 확보

- 군사력을 지닌 兵部와 무역조직인 民部ㆍ在唐民이 유사시 긴밀하게 

역할을 교대

- 바다에서의 능률적인 활동을 위해 신라의 발달된 造船術ㆍ航海術을 

최대한 활용 

- 광범위한 지역, 장기간의 물류기간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信用去來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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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데리안(Guderian,  Heinz Wilhelm)
1888~1954,  獨逸

1. 基本事項
□ 略歷 

- 직업군인의 가정에서 출생 

- 12세, 베를린 사관학교에 입학 

- 1차 대전 시, 통신장교로 활약 

- 1차 대전 패전 후 전차부대의 확충을 주장, 기갑부대(機甲部隊)를 

중심으로 한 전격전(電擊戰) 계획을 수립 

- 1938, 기갑부대 사령관에 취임

- 2차 대전 발발 후 폴란드ㆍ프랑스ㆍ유고슬라비아 전선에서 전격전을 전개

- 1943, 전차군사령관 취임

- 1944, 육군참모총장 취임 

- 1945, 연합군의 포로가 됨(전범 재판 면제), 석방 후에는 電車 전략에 관한 

저작에 전념 

□ 時代的 背景 
- 1차 대전 시 초급장교로 軍경력을 시작하여 육군 참모총장으로 2차대전을 

수행

- 1차 대전 중 영국에서 최초로 戰車(tank)가 개발되고 이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전차 전략이 개발되던 중 

□ 成長 過程 
- 전자통신부대에 임관하여 신기술을 접하고, 1차 대전 시 無線通信部隊 

指揮官으로 참전하면서 무선통신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 경험이 후일 탱크 

간 무선통신장비 구축으로 이어짐

- 獨逸이 1차 대전에 패전한 후 戰勝國에 의해 독일군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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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시 4천 명으로 감축된 장교단에 잔류하여 최고의 정예인력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획득

- 능통한 외국어 실력으로 외국(특히 英國)의 탱크戰 관련 서적을 섭렵하고, 

탱크전 전문가로서 실력 축적

- 탱크부대가 창설되자 독일육군의 핵심인력으로 급부상 

□ 主要 業績 
- 2차 대전 중 기갑부대를 십분 활용하여 종래의 塹壕 戰術을 붕괴시키고 

서유럽 전선에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줌. 전후 종래의 

주요 탱크전술을 집대성한 電擊戰 戰術을 확립 

□ 後代에 미친 影響
- 그의 전격전 모델은 이후 모든 탱크를 이용한 전술의 교과서가 되었음

- 또한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이라는 현대전 특유의 권한위양 원리를 

확립, 최고사령관과 야전사령관의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

ㆍ이는 현재 NATO의 기본 전략원칙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장에 권한을 

위양하고 CEO는 전략업무에 전념한다는 전략경영 개념과도 유사

 

2. 리더십 特性
① 電擊戰 확립

□ 구데리안은 탱크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전격전 전술을 통해 초기 서부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움

- 프랑스 공격 시 구데리안은 상급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초고속 진격으로 

적의 후방교란, 통신두절, 지휘부 포획 등으로 프랑스 전군을 마비시킴

ㆍ당시 전차부대의 슬로건은 “Klotzen! nicht Kleckern!(꾸물거리지 말고 

대담하게 움직여라!)”

- 1차 대전 당시 4년 만에 돌파했던 마지노선80)을, 2차 대전 때는 4일 만에 

80) 마지노선(Maginot Line): 1차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경에 구축한 대규모의 근대적 要塞線. 당시의 육군장관인 A.마지노 (1877∼193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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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

ㆍ당시 프랑스의 전차 성능은 독일군에 비해 우수했으나, 기민한 속도와 
팀워크에 뒤져 힘을 쓰지 못함

※전격전(blitzkrieg): 空軍의 지원 아래, 電車가 주축이 된 機械化部隊가 

적의 제l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 깊숙이 진격함으로써 적을 兩斷시키고, 

後續 보병부대가 양단된 적 부대를 각개 격파하는 전법 

② 機甲部隊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

□ 기갑부대의 독자적 作戰權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라 상부 명령도 무시하며 

초고속 진격을 감행

- 당시 신흥부대인 기갑부대는 육군에서 보병부대의 庶子 취급을 받고 

있었으며 보병전략의 보조수단으로 간주

- 막강한 속도와 화력을 지닌 기갑부대가 보병에 예속될 경우 잠재력이 死藏될 

것을 우려, 구데리안은 ‘임무형 전술’ 원칙으로 자신의 작전권을 사수

ㆍ임무형 전술이란 현장 지휘관에게 최종 임무만을 부여하고 상황에 따른 

작전판단을 전적으로 위양하는 방식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 모든 장교들에게, 아무 의심이나 불안 없이, 
자신이 파악한 대로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 
잘못된 선택이 누락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며, 때에 따라서는 
상부 명령의 불복종도 용인

③ 지속적인 戰車 전략 연구

□ 새로운 전쟁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남보다 한 발 앞서 학습

- 외국어에 능통하여, 영국 등 외국의 탱크전 관련 서적을 섭렵

- 당시로는 생소하던 통신부대 임관 후 전투에서 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절감, 

탱크 간의 무선통신 체제를 확립

ㆍ탱크 간 교신을 통해, 성능과 화력은 낮으나 속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구형전차를 통해 최대의 역량 발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으로, 총연장은 750km. 당시의 축성기술의 精粹를 모아 
만들었고 지형의 要害를 이용했으며, 완전한 지하설비와 對戰車 방어시설을 갖추어 
難攻不落의 요새라고 했음. 하지만 1940년 5월 독일 기갑병단의 기습과 전격작전으로 
벨기에 방면의 일각이 돌파당하여 함락.



- 82 -

15.  주코프(Zhukov,  Georgii K. ) 
1896~1974,  러시아

1. 基本事項
□ 略歷 

- 1896, 칼루가 출생

- 1918, 적군(赤軍)81)에 가담

- 1919,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

- 1922, 연대장 역임

- 1939, 시베리아와 몽고 국경지대 칼킨골 강을 침공한 일본군 격퇴

- 1941, 참모총장으로서 獨蘇전쟁 지휘

- 1943, 天王星작전으로 독일 제6군을 섬멸하고 원수에 임명

- 1945, 베를린 점령으로 나치 정부를 종식시킴

- 2차 대전 후에는 독일점령 소련군 총사령관을 거쳐 소련 지상군 총사령관 

역임

- 스탈린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좌천

- 1955, 국방장관 역임

- 1957, 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원 역임, 10월에 군내 당 활동문제로 공직에서 

추방 

□ 時代的 背景 
- 19세 때 1차 대전이 발발(1914)했으며 3년 뒤 러시아혁명82)이 일어남

81) 적군(赤軍, Krasnaya Armiya):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공산 정권에 의해 창설된 
소비에트 군대. 1946년 소비에트 육군으로 개칭. 차르 체제 아래 러시아 육·해군은 
1917년 혁명 이후 분열되었으며, 1918년 1월 28일 인민위원회의 포고에 의해 
의용군을 원칙으로 한 ‘노동자·농민의 적군’이 조직. 1918년 4월 22일 소비에트 
정부는 비임용 노동자·농민에 대한 강제징집령을 포고했는데 이것이 정규적인 적군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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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이후 공산당에 입당하여 군인으로 순조롭게 승진했으며 군단장 때 

2차 대전 발발, 신흥 소련의 운명을 걸고 나치와 격돌

- 전후 스탈린, 흐루시초프 등 독재자의 견제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 成長 過程 
- 農夫의 아들로 태어나 15세 때 모피상의 徒弟로 일하기도 했으며 1915년 

제정 러시아 기마병으로 징용

- 이후 상사로 진급했고 신생 공산주의 소련 군대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乘勝長驅 

□ 主要 業績 
-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격퇴한 후 직접 베를린에 진격, 나치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2차 대전을 종전시켰음 

 

2. 리더십 特性
① 뚝심과 배짱

□ 주코프가 잔인하고 거만했다는 일부의 악평이 있으나 실은 그의 배짱과 뚝심,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착이 주위의 오해를 야기

- 연합군의 장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뢰지대를 빨리 돌파하는 좋은 

방법은?”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주코프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함

ㆍ실제로 주코프는 죄수부대에게 지뢰지대를 걷게 해서 돌파

- 그러나 이는 더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던 독일군을 격멸하기 위해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극단적 수단

82) 러시아혁명: 제정러시아에서 일어난 1905년의 부르주아적 혁명운동과 
1917∼1921년의 사회주의혁명 및 내전(內戰)을 총칭. 1917년 10월 17일의 ‘10월 
혁명’은 러시아혁명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을 이루었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러시아혁명’이라는 명칭은 ‘10월 혁명’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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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

- 거만하게 보인 것도 그의 타고난 배짱과 오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자 스탈린을 상대로 소신을 관철 

② 권력자 스탈린을 자신의 후견(後見)으로 활용

□ 스탈린은 주코프의 군사적 성공과 軍隊內의 인기를 시기하여 둘 사이는 항상 

긴장관계가 팽배

- 스탈린은 떠오르는 미래의 정치적 적수들을 다수 암살했지만 주코프만은 

위해를 가하지 않음

ㆍ주코프는 스탈린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몇 안 되는 부하 중 한 사람으로 

등장

□ 주코프는 白衣從軍의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作戰計劃을 관철

- 스탈린이 주코프가 작성해온 작전계획에 대해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소리치자 주코프는 “만약 수상께서 임명한 참모총장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면 저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소총과 대검만 갖고 조국을 위해 

싸우게 해달라.”고 자신의 주장을 강변 

③ ‘天王星(Uranos) 작전’으로 독일군 궤멸

□ 독일군의 大공세를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에서 성공적으로 막아낸 소련군은 

교착상태를 해소할 대반격을 구상

-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는 양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징적 

존재

- 전격전으로 스피드를 자랑하던 독일 전차부대도 무너진 건물더미 앞에서는 

진격이 좌절되고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겨울을 맞음

□ 스탈린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독일군을 궤멸시킬 수 있는 공격적 전략의 

입안을 주코프에게 요구

- 주코프는 스탈린으로부터 몇 번의 퇴짜 끝에 동료 장군, 참모와 함께 

‘천왕성 작전’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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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는 당시 유럽 전체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

ㆍ즉, 美國의 북아프리가 상륙으로 독일군의 전력이 분산될 때를 맞추어 

병력을 집결, 독일군의 방어선을 從心突破(원추형의 진을 구성해 중심을 

빠르게 돌파)하여 독일 제6군을 포위한다는 계획

□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소련군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집중력, 통솔력, 

보안유지능력, 기민한 부대 간 협력 등을 발휘

- ‘천왕성 작전’은 드넓은 러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1천만 명의 병력과 

물자의 대부분을 한 곳으로 돌리는 高難易度 계획

- 이제까지 주먹구구식 돌격만을 일삼았던 소련군 수뇌부에게는 절대적인 

보안엄수, 철저한 물자수송, 세심한 합동공격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 그러나 승리에 대한 의지, 독일군의 자충수, 주코프의 리더십 등이 

결합되어 소련군 계획을 실현

ㆍ뛰어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전략을 실행했다기보다는 뛰어난 

전략을 수행하면서 역량을 구축해간 사례

- 작전의 보안을 위해서 모든 명령은 간략하게 구두로만 전달되었으며 병력 

집결을 위해 모든 수송 차량은 야간에만 이동

- 공격 시기는 볼가 강이 結氷하는 11월 중순으로 정교하게 설정되었고, 

츄이코프의 제64군이 독일 제6군을 묶어두는 미끼로 활약

ㆍ손자병법의 天(기후)․地(지형)․人(군대)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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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종大王(世宗) 
1397~1450,  朝鮮

1. 基本事項
□ 略歷 

- 1397, 太宗의 셋째아들로 출생

- 1408, 충녕군(忠寧君)으로 봉군

- 1418, 22세에 두 형을 제치고 왕세자로 책봉되어 같은 해 즉위

- 1419, 6월 이종무(李從武) 대마도 정벌

- 1421, 금속활자 경자자(庚子字) 완성, 인쇄법 개량, 10월 맏아들 향(珦, 

후일 文宗) 세자로 책봉

- 1430, 농법 소개서「농사직설(農事直說)」반포

- 1441, 측우기(測雨器) 제작

- 1443, 훈민정음 창제

- 1445, 세계최대 한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취(醫方類聚)」편찬

- 1450, 54세로 별세 

□ 時代的 背景 
- 조선이 건국(1392)된 지 25년 된 왕조 초기

- 세종이 집권했던 15세기 전반은 대내외적 혼란기

ㆍ‘王子의 난’83), 고려 유신들의 반발 등 불안한 政情 속에 國家의 기틀을 

잡고 正統性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

83) 王子의 난: 태조(이성계) 이후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들의 난.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父王의 창업에 공헌했던 방원이 이복형제인 방석의 세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정도전을 살해하고 방석을 폐위한 사건. 2차 
왕자의 난은 1400년 방원과 방간 사이의 싸움으로, 이 사건 이후 정종은 방원을 
世弟로 삼고, 1400년 11월 방원이 왕위(태종)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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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야인들이 “국경과 해안을 제멋대로 침략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집에 불을 질러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거듭

ㆍ환관 출신 明나라 사신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뇌물 요구와, 황제의 타타르 

정벌을 위한 파병요청과 말 2만 필을 요구

ㆍ가뭄과 홍수로 인해 “흉작이 아닌 해가 없었으며, 창고가 거의 비어 백성을 

구휼할 수도 없는” 상황

□ 成長 過程 
-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父王의 신임을 얻어 왕세자로 책봉될 만큼 

총명하고 성실했으나 왕위계승에서 탈락한 두 형(양녕대군, 효령대군)과의 

관계로 인해 평생 마음의 짐을 지니고 삶 

□ 主要 業績 
- 정치에서 中央集權을 유지하되 王權과 臣權의 조화를 도모

- 삼복법(三覆法) 등 형벌제도를 개선하고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84),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85)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

- 훈민정음을 創制했으며 아악(雅樂)과 불교를 정비하는 등 문화사업을 전개

- 군사적으로 六鎭을86) 개척하고 대마도를 정벌

□ 後代에 미친 影響 
- 馬上政治87) 시대를 마무리하고 文化政治 시대를 개막

- 한글과 같은 創制文字를 국민 절대다수가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異例的

84)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농사의 풍작 또는 흉작을 기준으로하여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한 제도.

85)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비옥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눈 조세제도.

86) 六鎭 : 북동방면의 여진족의 습격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여섯 진

87) 태조 이성계는 말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활 하나로 고려 왕조를 쓰러뜨린 
武將이었으며, 부왕 이방원 역시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빠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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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높이 평가 

ㆍ“한국 사람에게, 한글이 궁극적으로 최상의 문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의심할 바 없이 이 문자는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지 않으면 안 된다.” (제프리 샘슨, 영국의 언어학자)88)

 

2. 리더십 特性
① 자신부터 먼저 反省하는 태도

□ 항상 겸손하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自省
- 작은 흉조에도 “자신의 不德의 所致가 아닌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

ㆍ집현전 학사가 해 돋을 무렵 옥상에서 이상한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고 

보고하자, 세종은 “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몸을 닦으리라.”고 함

- 철저한 對民奉仕 자세와 책임의식 유지

ㆍ“지금 벼가 익을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게 되니, 형벌이 잘못되어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많아서가 아닌가 한다. 감옥에 있는 죄수 중 

죄질이 무거운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면하라.”

②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

□ 세종이 사망했을 때, 史官은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이었다고 평

- 즉위한 이후 “매일 사경(四更, 새벽 1～3시)이 되면 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다음에는 윤대(輪對)를 

행하고, 다음 경연에 나아가기를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 어려서부터 “책을 놓지 않았다(手不釋卷)”

- 형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제치고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공부하기를 좋아했기(好學)” 때문 

88)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Hutchins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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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종대왕에게 독서는 일종의 피난처, 즉 ‘물러가 쉴 곳’

□ 경연(經筵)89) 지원을 위해 집현전을 설치할 정도로 好學熱이 대단 

- 세종의 면학은 경연관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여서, 세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ㆍ재위 32년 동안 1,898회의 경연을 개최할 정도로 문신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이끈 부지런한 군주

ㆍ이런 好學熱은 세자 시절부터 유명하여 부왕인 太宗이 걱정할 정도

- 경연관의 학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선비들을 

등용, 학문에 전념하도록 배려

- 특히 ‘사가독서제도(賜暇讀書制度)’라는 유급휴가제를 두어, 선비들에게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무기한으로 시간을 주고 특정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도록 함 

③ 地方分權과 中央集權의 조화 추구

□ ‘왕(王)～관찰사(觀察使)～수령(首領)’의 지배체제에 체찰사(體察使)라는 

직위를 두어 별도의 통치체계를 운용

- 1428년 지방관인 관찰사, 도절제사만 파견하던 관행을 깨고, 당시 

左議政이었던 황희(黃喜)를 평안도 도체찰사로 파견

- 세종은 초기에 각도 관찰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自律經營’ 형태의 시스템을 지향

- 그러나 북부지방 野人들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공동방어, 城 축조 등의 

사업을 관찰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왕권을 대신해 

사업을 총괄할 체찰사를 파견

ㆍ체찰사는 ‘왕의 耳目(눈과 귀)’으로서 일도의 관찰사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을 지방 차원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행

④ 爲民을 통한 臣權의 견제

89) 경연(經筵): 군주에게 유교의 경서와 역사를 가르치던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경연 후 국왕과 신하들이 정치현안을 협의하는 정책협의기구로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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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은 당시 신하들이 반대하던 稅制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대규모 여론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

- 당시의 조세는 관리가 매년 임의로 행하는 豊年-凶年 판정을 따르는 

방식이었으나,90) 세종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토질과 기상에 근거해 

결정하는 ‘공법(貢法)’으로 변경

ㆍ아전(衙前)들의 농간, 調査官吏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부작용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

→ 기득권을 상실하는 관료층은 격렬히 반대

- 세종은 이 문제를 두고 ‘17년 간의 긴 토론(1427～1444)’을 거쳐 마침내 

공법을 시행

ㆍ1단계: 고위관료로부터 일반농민에 이르기까지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실시

ㆍ2단계: 관민들의 여론조사를 놓고 전국의 사대부에게 그 찬반 이유를 

보고케 함

ㆍ3단계: 전ㆍ현직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御前會議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

□ 訓民正音 창제는 漢字를 통해 정보, 지식을 독점하던 관료 세력을 견제하고 

국왕과 백성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

- 훈민정음 창제 시 집현전 학사보다는 세종 자신과 大君들, 

정의공주(貞懿公主) 등 王室 家族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음91)

ㆍ집현전 학사들이 창제 과정에 참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반면, 世子, 

安平大君 등이 참여 기록은 현존

ㆍ특히 세종의 둘째딸인 정의공주는 음운론과 형태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함92)

90) 이를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라 함.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손실의 
정도를 10등분하여, 명년에 비해 수확이 10％ 감소할 때마다 조(租)도 10％씩 
감면하여주되 수확이 80％ 이상 감소하면 조는 전액 면제시켜준다는 내용.

91) 이기문,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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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자음과 모음)

□ 세종은 오늘날의 三審制度와 유사한 삼복법(三覆法)93)을 시행

- 세종은 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고문의 폐단을 우려하여 

형벌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15세 이하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구속을 불허하며, 10세 이하 80세 

이상은 고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문을 할 때도 장기(臟器) 損傷을 

우려하여 등에 매질하는 것을 금지

92) 이가원 교수의 ‘정의공주 협찬설‘ 등

93) 삼복법(三覆法):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항상 세 번 심리하도록 하고, 특히 최종 심리 
시에도 원권(元券, 맨 처음의 수사자료)을 자세히 살펴 수사상의 오류를 검증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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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희제(康熙帝) 
1654~1722,  中國 淸나라

1. 基本事項
□ 略歷 

- 1661, 8세의 나이로 즉위(재위기간 61년으로 중국 역대 황제 중 최장수)

- 1669, 16세의 나이로 실질적인 親政 시작

- 1681, 삼번(三藩)의 난94) 평정

- 1683, 대만의 反淸세력 괴멸

- 1689, 네르친스크 條約95) 체결, 러시아의 남하 저지

- 1696, 외몽고 점령

- 1718, 티베트 원정 및 복속 

□ 時代的 背景 
- 少數 滿洲族이 淸나라를 세워 중국을 지배한지 45년, 제4대 황제로 등극

- 反滿勢力의 한가운데서 민족통합을 이루고 국가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과업에 직면 

□ 成長 過程 
- 8세 때 즉위하여 오배(鰲拜) 등 4명의 대신의 비호 아래 성장

- 16세 때 황후측 일가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전횡하던 오배 등을 처형하고 

94) 삼번(三藩)의 난: 중국 淸나라 때인 1673∼1681년에 일어났던 漢人將軍의 반란. 
삼번이란 윈난(雲南)의 오삼계(吳三桂), 광둥(廣東)의 상지신(尙之信), 푸젠(福建)의 
경정충(耿精忠)을 지칭. 이들은 각자 藩部를 설치하여 淸朝에 대립. 오삼계(吳三桂)의 
사망 후 청조에 의해 평정되고, 이를 계기로 淸나라의 중국지배권이 확립.

95) 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 1689년 淸나라와 러시아가 헤이룽 
강(黑龍江) 주변에서 빈발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네르친스크에서 맺은 조약으로 
淸이 유럽 여러 나라와 맺은 최초의 평등조약. 러시아는 淸과 교역을 희망하였고, 
淸은 러시아와 강화하여 당시 몽골에서 위세를 떨치던 중가르 부족을 고립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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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장악

□ 主要 業績 
- 淸나라에 의한 평화시대(Pax Sinica)96)를 연 “중국의 계몽군주”97)

ㆍ경이로운 리더십을 발휘, 재위기간(61년 간) 중에 국가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강희제(康熙帝)～옹정제(雍正帝)98)～건륭제(乾隆帝)99)’로 이어지는  

淸나라 전성기를 開幕
- 거대민족 漢族의 완강한 저항의 벽을 뚫고, 이들의 에너지를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동원

- 대만과 티베트 복속으로 현대 중국의 지도 완성 

□ 後代에 미친 影響 
- 최근 중국 최고위급 관리들 사이에서 ‘강희제 따라 배우기’ 열풍

ㆍ특히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가 강희제 배우기를 독려

- 중국 관영 CCTV에서는 강희제의 치세를 다룬 '康熙帝國'을 황금시간대에 

방영(2002.3)

 

2. 리더십 特性
① 超人的인 誠實性과 學習熱

□ 聖君의 탄생은 努力의 결과

96) 팩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이 세계를 제패해 세계 평화가 온다는 의미. 
차이나(China)의 유래가 秦(Chin)이며, 진을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면 시니카(Sinica).

97)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인 볼테르(Voltaire)의 이야기.

98) 옹정제(雍正帝, 1678∼1735): 淸나라 5대 황제(1722∼1735). 강희제의 넷째아들로 
묘호(廟號)는 세종(世宗). 치세가 13년이었으나 강희제 60년의 방만정치(放漫政治)를 
물려받아 관료의 기강을 확립하고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을 개혁하고 
淸나라의 지배권을 확립.

99) 건륭제(乾隆帝, 1711∼1799): 淸나라 6대 황제(1735∼1795). 묘호는 고종(高宗)으로 
옹정제의 넷째아들. 선대에 확립된 국위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淸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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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태어났을 때 결코 신령스럽거나 기이한 징조들이 보이지 않았다. 또 

자라날 때도 신기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덟 살에 帝位에 오른 후 

지금까지 57년 동안 역사책에 실려 있는 상서로운 별, 상서로운 구름, 

기린과 봉황, 영지(芝草)가 나타나는 경사라든가 궁궐 앞에 불타는 진주와 

옥이 나타나거나, 天書가 하늘의 뜻을 나타내려고 떨어지는 것 따위의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상서로운 조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짐은 감히 그렇게까지 (잘 다스리지) 못하겠다. 다만 하루하루의 

일상을 진실한 마음을 갖고 실제에 도움이 되도록 다스렸을 뿐이다.”

□ 잠시도 쉬지 않는 초인적 성실성 발휘

- 일일만기(一日萬機), 곧 하루에 1만 건의 사무를 처리

- “옛 사람들은 언제나 ‘帝王은 마땅히 크고 중요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고, 한순간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千代, 百代에 우환거리를 남긴다.”

※ 강희제의 日課
- 새벽 4시, 기상 후 先代의 가르침을 담은 조직과 보훈을 읽음 

- 아침 7시, 대신들과 정치를 논의, 업무상 접견을 오후까지 계속

- 늦은 오후, 학자들을 불러 經書와 歷史 청강

- 저녁 7～8시, 지방관들이 보내온 주접(奏摺)100)을 읽고 이에 대한 답장, 즉 

유지(有旨)를 작성 

□ 황제는 물러나 쉴 곳도 없다

100)주접(奏摺): 관료들이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종의 비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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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항상 부지런했으며 조심스러웠고 / 수십 년 동안을 하루같이 온 

마음과 힘을 다했노라. 옛날의 제왕 가운데 혹 수명이 길지 못했던 자들에 

대해 史論에서는 너무나 방탕하고 주색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체로 

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 번거로우므로 힘들고 

고달픈 바를 감당하지 못해서(일찍 죽은 것)”라고 변론

- “늙은 대신들이 올린 물러가 쉬기를 청하는 상주(上奏)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다. 너희는 물러가 쉴 곳이라도 있지만, 짐은 

물러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 그의 遺書인 ‘고별상유(告別上諭)’에서 “자신의 마음을 천하를 보살피는 데 

다 쏟아 부었노라”고 자부하고, 자신이 “50여 년 동안 태평스러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쓴 천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과 “내 삶이 평온한 죽음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지극히 평범한 소망을 피력

□ 신하들이 지칠 정도로 맹렬한 학습열 과시

- 학습에서도 100% 완벽주의를 지향, 책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실증해서 

아는 것을 중시

ㆍ“어떤 것을 확실히 알려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해보아야만 한다. 

귀동냥해서 또는 책장을 넘기다가 언뜻 보고서 무엇을 안다고 하면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ㆍ螢雪之功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반딧불을 수백 마리 잡아 상자 안에 

넣어본 후 글자 한 자 읽을 빛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

ㆍ북변 순행 중 朝鮮에서 보내온 바다사자를 보자 즉시 베이징으로 사람을 

보내 서양 사람들이 이 동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을 

가져오도록 지시

- 天文學, 地圖製作, 光學, 醫學, 數學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임

- 4만 9천여 자가 담긴 중국 최고․최대의 사전인 

「강희자전(康熙字典)」101)을 비롯해「全唐詩」,「朱子全書」, 

「性理大全」등을 편찬 

101)강희자전(康熙字典): 중국 최대의 자전. 大學士 장옥서(張玉書), 진정경(陳廷敬) 등이 
강희제의 칙명으로 5년 만에 엮은 것인데 총자수가 4만 9,030자이며, 1716년 완성. 
오늘날의 한자사전 체제를 정립. 



- 96 -

② 滿洲族-漢族 간 民族統合에 주력

□ 만한전석(滿漢全席)이라는 대연회를 통해 민족통합의 이벤트를 개최

- 만주족 출신과 한족 출신 관료들을 함께 초청

- 상호 이질적인 만주족 먹을거리인 滿食과 한족의 먹을거리인 漢食을 전부 

한 데 모으도록 지시

ㆍ이들 중에서 요리 비법․색상․맛과 향․건강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 

108가지의 음식을 최종 선발 

□ 만주족과 한족의 에너지를 융합하여 大中華의 시너지 창출

- 15만 명 남짓한 소수민족의 수장으로서 100배에 달하는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통치, 268년 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 

③ 과감한 대외정복으로 ‘大中國’ 건설 → 현대 중국의 版圖 형성 

□ 강희제는 雲南, 臺灣, 蒙古, 티베트 정복으로 오늘날의 중국 영토 확립

- 집권 초기(1681)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운남 곤명을 장악

- 1683년 대만을 지배하고 있던 鄭氏의 내분을 계기로 대만을 공격하여 

정복함

- 1689년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 후 

1697년까지 몽고를 정벌, 외몽고까지 영토를 확대

- 1720년 중가르 부족102)을 축출하고 티베트를 복속시킴

- 강희제는 자신이 삼번의 난을 정벌하고 고비사막을 건너 타타르 원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먼 곳에서 온 자를 부드럽게 대하고,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며, 세금을 낮추어 백성의 재력을 넉넉하게”했기 

때문이라고 자평

102)중가르(準喝爾, 준가얼, Jungar): 17세기초 서북 몽골 고원에서 발흥하여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진, 오이라트([瓦刺)족이 세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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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제의 정복사업

□ 자신이 정복한 제국의 판도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한 ‘황여전람도 

(皇輿全覽圖)’ 편찬

- 피에르 자르투, 장 바티스트 레지 등 서양 전문가들에게 제작을 지시

ㆍ三角測量 등 당시의 발달한 서양의 測量術을 활용

- 1708년부터 측량을 시작, 제국의 방방곡곡을 답사해 1717년에 완성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일부

  

□ 前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지식인들의  反淸감정을 완화하고, 새 시대의 

출발을 대내외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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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나라에 향수를 느끼는 지식인, 선비들이 지속적으로 반청감정의 

화약고로 잠재 

- 明나라 역사편찬을 통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업을 추진

ㆍ한림원(翰林院)에 주이존(朱彛尊) 등 50명의 석학들을 모으고 공식 

史書(official history)인 「明史」를 편찬(1679년에 시작, 1739년에 간행)

- 고염무(顧炎武, 1613～1682), 황종희(黃宗羲, 1610～1695) 등 당대 최고 

석학은 끝까지 참여를 거부했으나, 제자들의 질의․자문을 통해 최소한의 

협력을 유도, 명분을 확보

ㆍ황종희는 자신의 제자와 아들을 편찬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협력 

※ 明史 편찬의 의도

1) 新왕조가 前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오랜 전통을 계승하여 淸이 합법적인 

新왕조임을 천명

2) 공식적 역사인 明史 편찬으로 明나라가 과거사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明朝回復 운동을 좌절시킴

3) 明史 편찬사업에 明나라 석학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식인들의 국가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고 그 명분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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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국번(曾國藩)
1811~1872,  中國 淸나라

1. 基本事項
□ 略歷 

- 漢族 출신으로 淸朝에 충성한 淸朝中興의 名臣
- 1811, 후난성(湖南省) 샹샹현(湘鄕縣) 출신 

- 1864,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103) 진압을 주도 

- 淸朝中興을 위해 ‘동치중흥(同治中興)’104) 추진

-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洋務運動)105)의 개척자 

□ 時代的 背景 
- 淸나라 쇠퇴기로, 밖으로 서구제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안으로 태평천국의 

난을 겪던 상황

- 특히 滿洲族 정부인 淸나라에 대해 漢族의 불만 팽배

ㆍ증국번은 이런 상황에서도 淸國政府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기존 질서의 

안정과 재흥을 위해 노력 

□ 成長 過程 
- 부농의 가문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과거에 합격하여 

한림원에 들어가 정통관료 생활을 시작

ㆍ1838년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한림원 서길사(庶吉士)에 임관, 이때에 나라의 

번병(藩屛; 防壁)이 되겠다는 뜻으로 국번(國藩)이라고 이름을 바꿈

- 정통 유학자이자 문장가로서 중국의 전형적인 선비 출신106)

103)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청나라 말기 홍수전(洪秀全)이 1851년에 농민 1만 명을 
이끌고 ‘태평천국’을 세운 뒤 14년간 淸왕조에 대항한 사건.

104)동치중흥(同治中興): 중국 淸末의 제10대 황제 동치제(同治帝, 재위 1861∼1874) 때 
국력이 일시적으로 부흥한 일.

105)양무운동(洋務運動): 서유럽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近代化를 이루려는 淸國 
政府의 自强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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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정부군이 아닌 義勇軍으로 태평천국의 난 진압에 결정적 공을 세움

ㆍ태평천국군이 압도적인 위세로 후난성(湖南省)에 공격하자, 황제로부터 

후난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농민과 병사를 의용군(湘軍)으로 편제하는 

한편, 장강수군(長江水軍)도 조직하여 태평천국 진압을 주도

ㆍ이홍장(李鴻章)에게 회군(淮軍)을 조직하도록 하고, 영국과 프랑스군의 

원조를 받아들여 난징(南京)을 공략, 탈환에 성공

ㆍ염군(捻軍)107) 등 華北農民暴動도 성공리에 진압

- 이후 서양의 군사기술 도입에 앞장서고 '同治中興‘을 선도 

□ 後代에 미친 影響 
- 쇠퇴해가던 淸나라의 수호자로서 ‘중체서용(中體西用, 중국의 문명을 

지키되 서양의 기술만은 도입하자는 주장)’의 사상을 통해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함

- 장제스(蔣介石)가 그를 스승으로 존경했으며, 마오쩌둥도 젊었을 때에 그의 

강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

ㆍ나중에 마오쩌둥은 '인민의 도살자'로 비판했지만, 최근에는 국가파산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역량 있는 지도자로서 재평가 

 

2. 리더십 特性
① 反淸理念보다 기존 질서 내에서 實益 우선

□ 中華中心主義에 입각한 反淸情緖에 기울지 않고 淸나라의 질서를 인정하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

106)정주이학(程朱理學)과 한유(韓愈)의 사상 및 문체에 기울었고 스승 
왜인(倭仁)으로부터 엄격한 자성(自省)을 배움. 그 뒤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 지금의 
文敎次官), 공부좌시랑(工部左侍郞, 지금의 建設次官),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郞, 
지금의 國防次官)으로 승진.

107)염군(捻軍): 허난성(河南省), 산둥성(山東省), 안후이성(安徽省) 등의 
화북(華北)지방을 중심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백련교(白蓮敎) 비밀결사의 한 
지파인 염당(捻黨)이 일으킨 反淸暴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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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람들은 漢族이면서 滿洲族 淸황실에 충성하여 漢族을 탄압했다 

하여 ‘漢姦’(漢나라 姦臣)이라고 비난108)

- 그러나 기존 질서를 중시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당시의 무분별한 反淸情緖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킴

□ 宋代 性理學을 깊이 연구했으면서도 외래 사상의 장점은 취한다는 유연성 

추구

- 儒敎사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

ㆍ“자기가 일어서려면 남을 일으켜주고 자기가 이루려면 남을 이루게 한다”는 

論語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

- 외국과의 不平等 條約(天津條約,109) 北京條約 등)도 감수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배우고자 노력

② 서양 군사기술의 적극적 도입

□ 조잡한 기술력과 빈약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 서양 

군사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 증국번은 중국의 국력 회복을 위해서는 서양식 무기의 도입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서양 무기를 얻기 위해 서양식 병기창(安慶軍械所)을 건설

- 급조된 서양식 병기창이 기술 부족으로 성과가 저조하자 1862년 당시 

35세의 룽훙을 미국에 보내 필요한 기계를 구입

ㆍ룽훙은 미국 예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중국인

108)한간(漢奸), 즉 漢族의 민족 反逆者로 비판받기도 함.

109)톈진진조약(天津條約): 淸나라가 제2차 아편전쟁에 패한 후 1858년 6월 
톈진(天津)에서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와 맺은 조약으로서, 모두 편무적(片務的) 
최혜국대우조항이 규정된 일방적인 조약. 예컨대 對英國條約에서는 외교사절의 
베이징(北京) 주재, 내륙지 여행과 양쯔강(揚子江) 연안 개항장 자유왕래, 새로운 
무역규칙과 관세개정을 위한 회의개최(이 회의에서 아편무역이 합법화), 개항장 증가,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 영국·프랑스에 대한 보상금 지불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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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국번은 룽훙을 접견하고 한눈에 인물됨을 간파, 막대한 군자금을 주고 

서양식 무기제조 기계 장비의 구입을 지시

- 룽훙은 1862년부터 2년에 걸쳐 유럽, 미국을 탐색해 피츠버그 소재 

‘푸트남 기계회사’로부터 무기를 구입, 뉴욕에서 상하이로 운반

- 룽훙이 가져온 장비들은 기존 장비와 결합되어 총포를 제조하는 기계로 

정상 가동됨 → 중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총포

- 당시 한 영국인은 증국번의 병기창을 방문해 총, 포, 전함이 중국인의 

손으로 제조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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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링컨(Lincoln,  Abraham)
1809~1865,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09, 켄터키 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

- 1837, 변호사 개업

- 1834～1841,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출

- 1847, 연방 하원의원 당선

- 1856, 노예반대를 표방하여 결성된 미국 共和黨에 입당

- 1858,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 더글러스(Stephen Douglas)와의 치열한 

논전으로 유명

- 1861, 미국 16대 대통령 취임

- 1861, 남북전쟁 발발

- 1863, 게티즈버그국립묘지 설립 기념식 연설

- 1864, 재선에 성공

- 1865, 남북전쟁 승리

- 1865, 4월 14일 금요일 워싱턴의 포드극장에서 남부지지자였던 존 일키스 

부스(John Wilkes Booth)라는 배우에게 피격, 이튿날 아침 사망

□ 時代的 背景 
- 南部와 北部의 政治․經濟․社會的 分裂과 葛藤이 절정에 달해 국가가 

분열되는가, 통일을 유지하는가의 갈림길에 선 상황

□ 成長 過程 
- 평생 정식 학교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으나 州의회 하원의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辯護士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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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링컨은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

- 하원, 상원, 부통령 선거 등에서 연속 실패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지던 노예제 이슈를 타고 급격하게 정치적 논쟁의 중심인물로 

부상 

□ 主要 業績 
- 南北戰爭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고 노예해방을 단행

- 내전으로 분열된 국가를 재통합 

□ 後代에 미친 影響
-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으며 후대 民權運動의 뿌리를 형성

- 당시 의회가 强盛하던 미국 민주정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의 골격을 형성 

 

2. 리더십 特性
ⓛ 中道穩健 성향, 필요할 때는 突破力을 발휘

□ 겸손하고 온건한 중도파의 이미지로, 극단적인 국가 분열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

- 노예제에 대한 혐오감을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는 등 폐지론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즉각적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ㆍ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켄터키 주 출신이면서 노예제 반대론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면성

ㆍ대립하는 양측 강경파 리더들이 비토되면서 共和黨 대통령 후보에 

지명됨110)

110)민주당이 노예제 유지를 주장하는 브리켄리지(Breckenlidge)와 人民主權을 주장하는 
더글러스(Douglas) 두 후보 사이에서 분열양상을 보이자 공화당 측은 정권획득의 
호기로 보고 대중적인 반감을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노예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링컨을 후보로 내세움. 링컨은 더글러스와의 공개논쟁에서 “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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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중도온건이 아니라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약하게 처신하는 

균형감각 발휘

- 强硬策과 穩健策을 산술평균한 中道가 아니라, 時宜適切한 정책을 구사

ㆍ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시하고 여타 사소한 것은 양보하는 대국적 정치

- 처음에는 무조건적 노예제 폐지를 유보하다가, 상황이 유리해지자 노예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기선을 제압 

② 리더십 위기를 대통령 權限强化 기회로 활용

□ 미국 역사상 최악의 리더십 위기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킴

-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南部聯合이 이탈하고 취임하기도 전에 國土가 

양분되면서 또 한 사람의 대통령(Davis)이 취임

- 출신 배경, 인맥, 경력이 모두 빈약하여 리더십과 권위 확보에 한계

ㆍ당시 공화당은 최초로 권력을 장악하여 당내 경쟁이 치열했으며, 각료 7명 

중 4명이 대통령 후보지명 시 링컨의 경쟁자였음

ㆍ이들은 모두 명문가 출신이거나 쟁쟁한 정치경력을 지닌 인물로서, 

자수성가한 링컨을 경멸

ㆍ링컨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끈기와 인내를 발휘

※ 링컨 취임 전후의 정국

- 1860년 11월 6일 자정: 링컨 당선 확정

- 1860년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발의로 남부 분리 선언(Ordinance 

of Secession) 발효

- 1861년 2월 4일: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6개 주가 가세하여 남부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결성

싸운 집은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는 유명한 말을 하여 더글러스의 人民主權論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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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1년 2월 18일: 제퍼슨 데이비스(Jefferson Davis) 남부 대통령에 취임

- 1861년 3월 3일: 링컨, 대통령 취임

- 1861년 4월 4일: 남군 섬터(Sumter) 요새 공격, 전쟁 발발

- 1861년 4월 17일: 버지니아 주, 남부연합 가담

- 1861년 5월 40일: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남부연합 가담 완료(총 
11개 주)

□ 링컨은 전시 상황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권한을 십분 활용, ‘强力한 戰時 
大統領(tough war-time President)’으로 변신

- 開戰을 계기로 대통령을 능가하던 의회의 發言權을 잠재우고 開戰 이후 

80일 동안 모든 조치를 의회 동의 없이 추진

ㆍ“필요하면 법도 무시할 수 있다(Necessity knows no law)”는 원칙 아래 

정부의 戰時權限 확대

- 법적 절차나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강력하게 단행

ㆍ軍지휘관에게 남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권리, 民間人을 배심원 없이 

軍法會議에서 재판할 권리 부여

ㆍ1862년 한 해에만 전쟁을 반대하는 민주당원 등 1만 4천 명 체포

ㆍ1863년 1월의 노예해방 선언도 의회 동의 없이 계엄령 형태로 이루어짐

- 군사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실제 戰略戰術에 

깊숙이 개입

ㆍ뜻이 맞지 않을 경우 총사령관을 즉각 해임하여 전쟁 중(1861～1864) 

총사령관을 세 번이나 경질 

③ 目標 달성을 위해 사소한 것은 양보

□ ‘하나의 美國 실현’을 최우선 國家目標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소한 것은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

- 취임 초기,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합중국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예제도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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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의 최대의 임무는 합중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합중국을 지킬 수 있다면 노예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취임 연설)

- 반면 남부의 합중국 탈퇴에 대해서는 반란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군사적 

대응

ㆍ합중국 붕괴를 획책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內戰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과시

□ ‘노예해방 선언’을 전략적으로 최적의 시점에서 최적의 범위로 시행

- 전쟁 초기에는 노예해방을 전면에 표방하지 않음

ㆍ노예해방을 강행할 경우 노예제를 인정하면서도 북부에 가담한 델라웨어, 

미주리, 켄터키, 메릴랜드 4개 주가 북부에서 이탈할 가능성

- 전쟁의 주요 고비를 넘기고 대세가 결정된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 

선언’

ㆍ이때에도 ‘합중국에 대항하는 모든 州’로 해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北軍에 가담한 州에 부담을 경감

ㆍ南軍측 주에 대한 노예해방 선언은 남군에 복무하고 있는 흑인들의 이탈을 

불러와 戰勢의 우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효과

-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국립묘지 설립 기념식에서 불멸의 

연설문(Gettysburg Address)을 남김

ㆍ“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111)

□ 승전 이후에도 보복 위주의 강경책을 거부하고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남부 

재건정책을 추진

- 남군, 북군 모두 합중국의 형제라는 관점에서 勝者獨食方式의 남부통치를 

거부

- 남부 각주에 대해서 유권자의 10％만 연방정부에 충성을 서약해도 

자주적인 주정부의 설립을 승인한다는 ‘10%案’을 관철

111)“/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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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부분의 共和黨員들은 ‘10%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반발

ㆍ50%의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 웨이드-데이비스 법안(the Wade-Davis 

Bill)이 제출되었으나 링컨이 거부

④ 才致와 餘裕로 주도권을 장악

□ 1858년 상원의원 출마 시, 경쟁자인 더글러스(Douglas)와의 논쟁

- 더글러스는 링컨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음

ㆍ“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링컨 씨는 지난날 식품가게를 경영하면서 술을 

팔았습니다. 금주 시대에 술을 판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상원의원이 

되겠다니, 어디 말이나 됩니까?” 

ㆍ술 판매를 금지했던 당시에 작은 식품가게를 갖고 있던 링컨을 모략

- 이에 링컨은 “여러분, 방금 더글러스 씨가 한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가게에 술을 가장 많이 사러 오신 분은 

다름 아닌 더글러스 씨였습니다.”라고 응수

□ 다른 정견 발표장에서 더글러스가 다시 링컨을 비난

- “링컨 씨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二重人格者라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링컨은 “여러분, 지금 더글러스 씨는 저에게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 

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하필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겠습니까?”라고 대응 

□ 선거구의 大부흥회에서

- 연단에 오른 목사가 지옥과 천국에 관해 설교하면서 빽빽이 들어찬 

청중들에게 天國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일어서라고 함

ㆍ모두 일어섰는데 유독 링컨만 자리를 차지하고 묵묵히 앉아 있자, 목사는 

언짢은 기분에 “링컨 씨,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소?”라고 물음

- 링컨은 조용히 일어서더니 “저는 議會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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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스마르크(Bismarck,  Otto Eduard Leopold von)

1815~1898,  독일

1. 基本事項
□ 略歷 

- 1815, 프로이센의 쇤하우젠에서 융커(Junker, 중소지주)의 아들로 출생

- 1836, 프로이센의 관리로 임용

- 1848, 베를린의 3월혁명(1848)112) 때 혁명을 반대하고 보수당 창립에 가담

- 1851, 獨逸聯邦議會에 프로이센 대표로 임명

- 1859～1862, 러시아, 프랑스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약

- 1862,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 ‘철혈정책(鐵血政策)’ 발표 

- 1871, 獨逸統一과 함께 獨逸帝國 초대 총리 역임(1871～1890)

- 1890, 2세 황제 즉위 후 총리 사임

□ 時代的 背景 
- 당시 독일은 수많은 공국으로 분열된 채 주변 강대국(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입김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이 억제당하고 있었음

- 프로이센은 독일 내에서는 최강국이었으나 내부 階層葛藤 등 國論 分裂에 

빠진 상황 

□ 成長 過程 
- 태생적 保守主義者, 王政主義者로 1948년 3월 혁명 시에 군주제를 

사수하기 위해 30대의 나이로 反革命을 모의

ㆍ실패했으나 프로이센 왕실에 강한 인상을 각인

- 프랑스,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면서 國際感覺과 국가간 外交原理를 파악, 

112)3월 혁명(三月革命, Mrzrevolution): 1848년 3월 베를린과 빈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와 그 외에 독일연방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정치적 혁명. 獨逸國民會議를 
결성하고, ‘獨逸國憲法’을 개정했으나, 혁명세력 내부의 계층간 갈등으로 분열하여 
10월에는 빈 봉기가 진압되고, 12월엔 국민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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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大정치가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

ㆍ프로이센, 독일, 유럽을 넘어 세계적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터득 

□ 主要 業績 
- 중세 이래 천년 간 분열되었던 독일을 통일

- 노동운동을 억제하면서 ‘社會保險’의 개념을 창안 

□ 後代에 미친 影響 
- 프로이센 개혁의 결과로 소득세, 국민군, 사회보험, 대학의 정비 등 이후 

근대국가 제도의 골격을 마련 

 

2. 리더십 特性
① 國益을 위해서라면 背反者라는 비난도 감수

□ 중소지주(Junker) 출신으로 보수주의자이며 독실한 신교도

-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급진적 가톨릭 교도들에 대해 

敵對感을 표시

□ 그러나 이데올로기보다는 조국 프로이센의 國益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

- 상황에 따라 자신의 노선을 바꾸었으며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라는 

좌우명을 정치생활의 신조로 삼음

- 주변으로부터 背反者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國益을 최우선시하는 

그의 원칙이 구현된 결과

□ 당시 러시아의 속국이던 폴란드의 반란시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외교력 발휘

- 폴란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독일 내에서는 전제군주인 러시아 황제에 

대한 반감과 폴란드 반군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沸騰
- 비스마르크는 반란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기에 러시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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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ㆍ러시아를 확실한 友軍으로 만듦으로써 훗날 독일 통일시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견제를 상쇄할 명분 확보

- 당시 독일국민은 독일영토 내에 폴란드 유민수용을 거부하는 등 실제 

행동과 감정적 여론이 불일치

ㆍ비스마르크는 감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실리적 외교노선을 채택

- 그는 낭만주의, 허세, 가식이 일체 없었으며 화려한 수사법이나 

大義名分보다는 최종적인 成果로 국민에 호소한다는 자세를 견지 

② 교착상태에 빠진 政府-議會 갈등 정면 돌파

□ 프로이센은 당시 자유주의 성향의 의회가 軍部를 견제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정부의 군비예산 증대 요구를 거부

- 1815～1850년 간 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나(1,100만에서 1,800만), 군사력은 

답보 상태 → 주변 국가와의 군비경쟁에서 낙후

- 당시 의회는 상공업 부르주아 출신이, 軍部는 중소지주 출신이 장악한 

상황으로, 두 계층 간 갈등이 국가 의사결정의 교착상태를 초래

- 의회의 자유주의자들은 군부의 세력강화를 우려해 일체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 비스마르크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憲政鬪爭(constitutional struggle)’을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

- 정부ㆍ의회의 의견 대립으로 국가적 의사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정부가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유권해석

ㆍ의회 승인 없이 군비증강을 위한 增稅를 단행, 의회를 무력화

- 1862년 하원 연설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은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철(鐵)과 피(血), 곧 兵器와 兵力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철혈정책(鐵血政策)’이란 말 유래

- 1862년부터 시작된 군비증강은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군사력 

강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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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회 교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스마르크를 총리에 임명

- 비스마르크의 거침없는 성격 때문에 당시 프러시아 국왕 빌헬름 1세는 

그를 거북하게 여겼다고 함

- 그러나 의회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비스마르크를 선택 

③ 초기 後裝式 小銃 ‘니들건’의 도입

□ 니들건(needle gun)은 총 뒤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후장총(後裝銃)으로, 당시 

상용되던 전장총(前裝銃)에 비해 성능이 탁월

- 분당 5～8발 사격 가능하여 최대 3발 사격 가능한 전장총을 압도

- 특히 전장총은 1미터 길이의 막대기로 총구를 통해 정전하는 방식으로 

서거나 앉아야 했으나, 후장총은 엎드린 자세로 장전하여 서 있는 적군을 

조준 사격하는 것이 가능

드라이제 니들건 15mm 모델

□ 비스마르크는 1862년부터 니들건을 도입하고 훈련을 개시하여 4년 뒤인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 1828년 니콜라우스 폰 드라이제(Nikolaus von Dreyse)는 니들건의 

대량생산을 프로이센 정부에 신청하지만 당시 의회는 이를 거절

- 니들건의 위력으로 프러시아는 1866년 프러시아-오스트리아 전쟁에서 

大勝을 거두고 독일의 통일과 건국의 기반을 구축

- 전쟁 이후 전장총은 유럽 전선에서 급속하게 사라짐

21.  드골(De Gaulle,  Charles) 
1890~1970,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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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특성

□ 略歷 
- 1912, 생시르 육군사관학교113) 졸업, 1차 대전에 참전하여 중상을 입음

- 1940, 2차 대전 시 기갑사단장, 국방차관 역임, 프랑스가 獨逸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對獨 항전을 지휘

- 1944, 파리에 귀환, 임시정부 수반

- 1945～1946, 총리 역임, 1953년 정계 은퇴

- 1958, 알제리 쿠데타 이후 정계 복귀하여 총리 취임, 제5공화정 발족114)

- 1962, 4월 알제리 독립을 국민투표로 가결

- 1965, 대통령 재선

- 1968, ‘5월 위기’115) 이후 1969년 대통령직 사임 

□ 時代的 背景 
-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비록 戰勝國이기는 하나, 獨逸에의 치욕적인 

패배와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등의 연이은 식민지 상실로 國威가 추락

113)생시르 육군사관학교(École Spéciale Militaire de Saint-Cyr):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코에키당에 있는 프랑스 國立陸軍士官學校.

114)제5공화정: 1956년 선거에서 공산당이 제1당이 되고, 수에즈 전쟁이 미궁에 빠지자 
현지에 가있던 軍部와 백인 이주자들이 알제리에서 쿠데타를 일으킴. 이에 드골은 
반란군의 힘을 배경으로 의회의 신임을 얻어 내각을 조직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이 신헌법에 의해 드골이 195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프랑스 제5공화정이 탄생.

115)5월 위기: 1968년 5월 파리에서 발생한 반전학생들의 소르본 대학 점령사건을 
계기로 9백만 노동자가 참가하는 시위와 동맹파업이 일어나 드골 정권은 붕괴 위기에 
직면. 6월 총선거에서 좌익이 패배해 겨우 수습되었으나, 드골이 국내 불안을 
극복하고자 지방제도 개혁과 상원개혁의 두 안건을 1969년 4월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패배해 즉각 정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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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冷戰時代가 도래하면서 美蘇 양극화 상황에서 유럽과 프랑스의 

역할이 급속히 위축 

□ 成長 過程 
- 페탱 원수116)의 부관으로 근무했으며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되어 

군사이론과 軍지도자론을 담당

□ 主要 業績 
- 2차 대전 초기 나치 점령 하에 해외 임시정부에서 저항운동을 지도하여 

전후 프랑스의 위상과 번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 

- 해방 후 冷戰의 틈바구니에서 獨自外交路線을 펼치며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 

□ 後代에 미친 影響 
- 유럽인에 의한 유럽 정책을 지향하여 ‘유럽연합’의 이념을 제시하고 냉전 

이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

- ‘강력한 프랑스’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하여 프랑스인을 단결시키고 

오늘날까지 프랑스 국민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 

 

2. 리더십 特性
① 機甲部隊 戰術 분야의 개척자

□ 드골은 장교 시절 끊임없이 연구하는 專門軍人으로 기갑부대 전술 혁신에 큰 

기여

- 드골의 기갑부대 전격전(電擊戰) 연구는 독일이나 영국의 연구보다 

앞섰으나, 계급이 낮아 연구결과를 프랑스 軍戰力 향상에 활용하지 못함

- 독일군은 전격전 전술개발 시 드골의 연구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군을 격파

116)페탱(Philippe Pétain, 1856∼1951): 프랑스 將軍, 政治家. 1차대전 중 많은 공을 
세웠는데, 특히 1916년 봄 서부전선의 요새인 베르됭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武勳을 세워 '베르됭의 영웅'이라는 명성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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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統治하되 實務에 개입하지 않는’ 드골式 大統領制 확립

□ 과거의 ‘賢明한 君主’ 같은 스타일로 통치

- 정치, 행정의 사소한 세부사항에는 개입하지 않고 단지 국민 간 갈등증폭 

상황에서 ‘國家的 仲裁者’의 역할을 수행

- 그의 최대 관심은 ‘위대한 프랑스’를 위한 ‘國民統合’이었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기회주의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

□ 식민지인 알제리 문제로 프랑스의 國論이 分裂되면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

- 알제리 해방운동이 격화되자, 프랑스의 진보파는 해방을, 보수파는 식민지 

유지를 주장하며 국론이 양분

- 알제리 내 극우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제4공화국이 무너지고 드골을 

수상으로 하는 제5공화국 출범

ㆍ극우파들은 드골이 집권하면 알제리를 억압하고 식민지 지속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드골은 집권 후, 극우파의 기대와 다르게 중도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안을 

하나씩 삭제하여 결국 알제리의 무조건 해방을 달성

-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그재그식’ 정책으로 자신의 敵과 同志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

ㆍ그러나 자신이 주장한 民族自決主義 원칙에 따라 알제리의 해방이 시대적 

必然임을 인지

1)알제리와 프랑스의 완전한 동화(assimilation), 

2)프랑스와의 긴밀한 연합(association) 등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中道案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자 최종적으로 

3)무조건 해방을 제안하여 성사

ㆍ극우파는 드골 암살을 시도할 정도로 강력 반발했으나 분쟁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 대다수는 드골의 결단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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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치 점령 하에서도 '위대한 프랑스'의 自尊心 수호

□ 드골은 단기적 성과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品位와 最終目標(비전)를 중시

- 단기적 성과나 승패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힘을 結集할 수 있는 고귀한 목표라고 생각

ㆍ프랑스가 점령당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대한 프랑스'를 자신의 

목표로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서 品位와 尊嚴을 잃지 않도록 노력

- 그는 거만하고 고집불통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는 그가 프랑스의 

대표로서 프랑스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신조를 고수한 결과

□ 軍隊도, 資金도 없는 망명정부의 지도자로서 완강한 기질과 뚝심으로 

聯合國의 一員으로 對等하게 자국의 이익을 옹호

- 레지스탕스 운동117)을 기반으로, 드골은 피점령국 프랑스의 發言權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

- 연합국 지도자와 회견시 國家元首 대접을 요구하고, 모든 협상에서 

프랑스의 국익을 최우선시

ㆍ처칠은 그를 “다루기 까다롭고 오만한 고집불통”으로 간주

ㆍ그러나 英美 정부는 레지스탕스 내 左翼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保守主義者인 드골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음

□ 드골은 임시정부의 합법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 식민지(적도 아프리카령, 

태평양 제도, 마다가스카르, 시리아 등)의 지지를 기민하게 확보

- 프랑스 본토는 괴뢰정부(傀儡政府)가 수립되어 있었으나 해외영토를 

장악함으로써 臨時政府의 위상을 확립

ㆍ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프랑스는 전후 독일 점령국 4개국(美․英․蘇․佛)의 

일원이 되는 등, 연합국과 對等한 地位를 확보

117)레지스탕스(résistance[佛]): 권력이나 침략자에 대한 저항운동.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6월 18일 프랑스가 항복한 뒤 런던으로 도피한 드골이 
BBC방송을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호소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불길은 꺼져서는 
안 되고, 또 꺼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인해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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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처칠(Churchill,  Winston) 
1874~1965,  英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74, 옥스퍼드셔에서 출생

- 1895,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118) 졸업, 제4경기병 연대에 입대

- 1900, 하원의원에 당선, 1904년 당적을 자유당으로 이적

- 1906 이후, 자유당 내각의 통상장관․식민장관․해군장관 역임

- 1915, 1차대전 중 작전실패의 책임을 지고 해군장관 사임

- 1921, 보수당 복귀

- 1924, 재무장관, 영국의 파운드貨를 金本位制로 전환

- 1939, 영국의 獨逸 宣戰布告와 함께 해군장관에 임명

- 1940, 5월 13일 총리에 취임, 루스벨트, 스탈린과 함께 연합군 지휘

- 1945, 총선거에 패배, 야당 당수 역할

- 1951, 재차 총리에 취임

- 1955, 당수의 자리를 이든119)에게 승계

- 1965, 사망 

118)샌드허스트 陸軍士官學校(Sandhurst Royal Military Academy): 영국 버크셔 주 
샌드허스트 소재. 1799년 런던 율리지에 세워진 王立陸軍士官學校와 샌드허스트의 
王立軍事大學의 교육과정을 계승. 처칠(Churchil)과 몽고메리(Montogomery) 등이 
이곳 출신.

119)이든(Sir Robert Anthony Eden, 1897∼1977): 영국 정치가. 옥스퍼드대학 재학 중 
1차 대전에 종군했고, 2차 대전시 외무장관으로서 영국의 戰時外交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 1954년 제네바회의의 개최에 큰 역할. 1955년 처칠의 뒤를 이어 
총리로 취임. 1956년 이집트 정부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직면하여 프랑스, 
이스라엘과 협의해서 이집트를 공격했으나, 국내외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 1957년 
1월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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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代的 背景 
-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보어 전쟁120)을 계기로 차츰 쇠퇴하기 시작

- 2차 대전 발발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고 나치 독일에 대항해 전쟁을 

지휘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요구되던 시기 

□ 成長 過程 
- 보수당 당수를 지낸 아버지(랜돌프 처칠 경)와 「뉴욕타임스」紙 오너의 

딸인 제니 제롬을 어머니로 둔 유복한 가문에서 출생

- 그러나 질병, 말 더듬, 소심한 성격, 학업성적 열위로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 우울증을 경험

- 아버지조차 “평범한 사람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여겼으나,121)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개선, 결국 영국 최고의 지도자가 

됨

- 군인과 신문기자의 신분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 목숨을 걸고 

참가함으로써 용기를 연마 

□ 主要 業績 
- 배짱, 용기, 집념의 리더십으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2. 리더십 特性
① 難關 突破로 자신의 性格을 改造

□ 자신의 弱點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난관을 조성

120)보어 전쟁(1899～1902): 영국이 남아프리카의 보어인이 세운 트란스발공화국을 
합병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 남아전쟁(南阿戰爭)이라고도 함. 영국의 침공 목적은 
해당지역의 금광 확보였으며, 철저한 전멸전법을 취해 인구 50만 명인 지역에 45만 
명의 군인을 투입해 전답, 가옥을 불사르고, 21만 명을 집단 강제수용. 보어인이 결국 
영국에 굴복했으나, 국제적 비난여론으로 영국도 해외경영에 독자노선을 걷던 
정책(일명 ‘영광의 고립’ 정책)을 포기하는 계기가 됨.

121)그의 아버지는 처칠의 지능발달이 늦어 군인 이외의 직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처칠은 장난감 병사의 전쟁놀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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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허약 → 군 입대 후 체력 훈련 몰두

- 말 더듬 → 평상시 늘 발음 연습을 했으며 웅변기술을 연마하여 최고의 

정치 연설가가 됨

- 소심한 성격 → 군인 또는 특파원으로서 奧地나 분쟁지역을 찾아가 생사의 

위기를 겪으며 담력을 키움

□ 용기와 카리스마를 보유한 최고의 戰時指導者(incomparable war leader)로서 

이미지를 구축

- 불안한 전시상황에서, 국민들은 처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항을 지속

-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배짱과 배포를 발휘

ㆍ공습 때도 쉬지 않고 각지를 시찰하며 승리의 ‘V자 신호’를 보냄

- 한 번 문 것은 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국의 불도그’이라는 별명을 얻음 

② 危機를 機會로 반전, 덩커크 철수(Dunkerque evacuation) 작전

□ 처칠은 1939년 해군장관에 취임한 뒤, 프랑스를 돕기 위해 파병을 

강행했으나, 프랑스가 너무 쉽게 무너지자 파병부대 전체가 프랑스 북부에 

고립되어 전멸할 위기에 직면

- 처칠은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한 까닭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나섬

- 프랑스 북부에 고립된 영국군 25만 명에 대한 사상 최대의 철수 작전 

단행(다이나모 작전)122)

□ 전 국민적 단결과 獨逸軍의 판단 착오로 철수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

- 영국 전역에서 징발되거나 자원한 수많은 선박들이 덩커크 해안에 집결

ㆍ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떠한 종류든지 사람을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하다는 

해군의 호소가 계속 이어졌음 

ㆍ애국심에 불타는 영국인들의 호응으로 도버 해협은 온통 영국 해군과 민간 

122) '다이나모'는 덩커크 철수작전의 작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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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로 뒤덮였으며, 심지어 요트를 몰고 나온 학생들도 있었음

- 특히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항, 영국 본토에서 출격한 영국 공군의 

엄호작전이 성공리에 수행

ㆍ독일군은 의외의 일격에 어느 정도 사기가 저하된 반면, 영국 공군은 

자신감을 회복, 이러한 심리적 위축이 영국 본토 공방전까지 이어짐

- 결국 영국군+프랑스군 33만 8천 명의 병력이 무사히 탈출

ㆍ전차, 포 등 중장비는 모두 잃었으나 병력을 고스란히 철수시킴으로써, 

후일 이 병력이 그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

□ 敵地에 고립된 군대를 무사귀환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상승일로의 독일군 기세를 꺾는 데 성공

- 5월 13일 수상에 취임한 후, 5월 26일～6월 3일까지 덩커크 철수에 

성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

- 요트까지 바다에 띄우는 전 국민적 항전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공고히 하고 본토항전의 결의를 확인

ㆍ철수 직후, 처칠은 “우리는 좌절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

- 동시에 처칠은 철수성공에 환호하는 국민에게 “전쟁은 철수 작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하며, 다가오는 본토항전을 대비시킴

ㆍ성공에 대한 만족감과 낙관론을 경계

③ 意思疏通의 達人, 20세기 최고의 演說家

□ 처칠은 ‘말의 힘’을 중시하여 연설문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다수 남김

- 1901년 첫 의회연설문을 다듬는 데 6주를 투자, 1940년 가장 급박한 

시기에도 처칠은 의회연설 준비에 12시간 이상을 소요

-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되, 국민에게 환상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



- 121 -

ㆍ1940년 5월 13일 총리 취임 연설: “내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 1940년 6월 4일 의회연설에서 對獨抗戰을 천명

ㆍ“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섬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ㆍ라디오로 이 연설을 청취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항전의지를 

확신하고 參戰을 결정

- 독일군의 영국 공습을 막아낸 영국 공군에게 바치는 찬사인 “인류역사상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는 유명

- CBS 뉴스앵커인 에드워드 머로는 “처칠은 강력한 英國의 언어를 동원하여 

戰場으로 보냈다.”고 평가

-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위엄 있는 차림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식장에 나타나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는 두 마디만 남기고 다시 모자를 쓰고는 연단을 걸어 

내려옴.

※ 처칠의 용어 선택: ‘공공급식센터’ 對 ‘영국 레스토랑’

- 전시 식량배급을 맡고 있던 식량장관이 '공공급식센터' 설립을 건의하자 

처칠은 이렇게 항의했다. “나는 ‘공공급식센터’라는 용어가 채택되지 않기를 

바라오. 공산주의와 구빈원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단어요. 나는 '영국 

레스토랑'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소. 모두들 ‘레스토랑'하면 좋은 음식을 연상할 

테고, 다른 게 신통치 않다면 이름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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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  日本

1. 基本事項
□ 略歷 

- 1878, 도쿄 출생

- 요코하마의 무역상 요시다 겐조(吉田健三)의 양자로 입적

- 1906, 東京帝大 法學課 졸업

-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화평공작(和平工作, 전쟁 중단 운동)’을 하다가 

육군교도소에 투옥

- 戰後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穗彦)와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양내각에서 外務長官 역임

- 1946, 자유당 총재 취임, 제1차 요시다(吉田) 내각을 조직하고 총리 및 

외무장관 겸임

- 1947, 총선에서 사회당이 제1당이 되자 사임

- 1948, 사회당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내각 총사퇴 후 제2차 요시다 내각을 

구성, 1954년까지 총리 역임 

□ 時代的 背景 
- 패전 이후 폐허가 된 일본의 재건이 현안과제로 대두

- 점령국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절로 

일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일본에 유리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 

□ 成長 過程 
- 四書五經 위주의 한학의숙(漢學義塾)에서 공부하고 중학교 시절 

국수주의적 윤리학자 스기우라(杉浦)의 영향으로 황실에 충성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왕실을 존중하고 외세를 배척하는 사상) 사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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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帝大 출신의 엘리트 외교관으로 관료생활 시작

- 親英美派의 거두이며 고관이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의 딸과 결혼, 

이후 장인의 영향으로 일관되게 親英美 노선을 견지 

□ 主要 業績 
- 폐허화된 일본 경제․사회의 재건을 이룩하고 일본 경제 고도성장의 礎石을 

마련

- 패전 직후 맥아더 사령부(GHQ)123)를 통한 미국의 압력과 일본 국내 

좌파세력의 반대를 지혜롭게 극복해가며 오늘의 일본을 이루는 토대를 

형성

□ 後代에 미친 影響 
- 전후 군국주의 청산 과정에서 좌익 진보세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호응, 반공기지로서 보수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지켜 지금의 

일본의 國家的 正體性을 구축 

 

2. 리더십 特性
① 철저한 實利主義 정치인

□ 養父인 무역상 겐조의 영향으로 商人的 國際政治觀을 보유

- 한 國家를 지배하는 것이 軍事力이 아니라 經濟力이라고 생각

- 태생적인 온건파로서 극단적 노선을 피했으며, 戰前부터 군국주의적 

사고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

ㆍ1932년 ‘초토외교(焦土外交)론’124)을 주장하던 우치다(內田) 외무대신 

휘하에서 주미대사(駐美大使)라는 요직을 제안받았으나 “외교방침이 다른 

대신 밑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없다.”며 거절

123)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s for the Allied Powers

124)초토외교(焦土外交): 외무대신 우치다(內田)가 의회에서 “나라가 초토화되더라도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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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적 발상인 존왕양이(尊王攘夷)와 親英美主義 노선을 적절히 배합

- 전쟁 말기 화평공작을 전개, 천황에게 패전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화평을 

요구하는 상소문 작성

- 英美와 화평하면 천황제는 유지할 수 있으나 전쟁을 지속하면 

공산혁명으로 천황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

- 요시다는 헌병대에 체포되어 40일 간 구류생활을 했으나, 이것이 

군국주의에 저항했다는 면죄부가 되어 미군 점령 이후 득세

□ 정치선배 스즈키(鈴木) 前 수상의 “깨끗하게 지라”는 조언을 평생 실천

- 1947년 2월 1일 총파업 시도를 GHQ가 금지시키면서,125) 요시다 내각의 

인기가 급락

   → 결국 1947년 총선(4월 25일)에서 자유당은 제2당으로 전락

- 제1당이 된 사회당도 과반수에 미달하여 연립내각을 제안했지만 요시다는 

깨끗이 정권을 양도

- 이후 사회당 내각은 극심한 혼란을 겪음. 1년 반 후에 자유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2차 요시다 내각 성립

   → ‘깨끗하게 짐’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획득

② GHQ를 최대한 활용

□ GHQ의 통치 아래 정치적 지분이 전무한 자유당에 일종의 ‘고용 총재’로 

입당

- 기존 총재이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가 미국의 미움을 사 추방된 후, 

역사적 정당성과 능력을 겸비한 유일한 保守人士로 부상

- 자유당에 대한 리더십 확보와 GHQ 통치 아래서 자신의 발언권 확보라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

125)중국 대륙에서 장제스 군대가 패주를 거듭하고 동유럽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등 좌익이 주도하는 총파업과 
혁명운동이 불붙어 오르자 맥아더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기지’, ‘미국의 동아시아 
대리인’으로 키울 결심을 굳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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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림대신 人選에 좌익 경력이 있는 와다 히로오(和田博雄)를, 거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켜 雇用총재에서 實勢총재로 부상

□ 맥아더 사령부의 통제를 逆으로 자신의 權力源泉으로 활용

- 맥아더에게 “내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조각에 착수

- 敗戰國의 수상임에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맥아더의 

신뢰를 획득

- 외무대신 겸직으로 맥아더와의 채널을 독점, 맥아더의 권위를 자신의 정책 

추진의 원천으로 삼음

ㆍ반대론자들에게 “이것은 원수의 의향이다. 원수를 만나본 일도 없는 

당신들이/”라는 화술로 정면돌파

   → 요시다 1인 정치 시대 개막

③ 일본의 좌경화를 사전차단하면서 ‘경무장 경제대국(輕武裝 經濟大國)’ 지향

□ 전후 일본사회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농지개혁 추진

- 小作地의 80%가 해방되어, 소작지 비율이 全農地의 46%, 논의 53%에서 

개혁 후 각각 13%, 14%로 격감

- 농민들의 좌경화 편승을 막고 농민을 小所有者로서 보수안정화

ㆍ농지개혁 결과, 토지 소유자가 된 농민조합은 투쟁목표를 상실하고 급속히 

쇠락

□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 전력투구하는 ‘輕武裝 經濟大國’을 일본의 

국가목표로 제시

- 脫군사노선을 바탕으로 군사소국화의 이념을 담은 ‘日本國 憲法’을 채택 

- 냉전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을 저지할 교두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건설에 매진

※ 美蘇에 의해 분열된 獨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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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택과 집중의 성장전략,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126)

□ ‘傾斜生産方式’으로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개도국 특유의 고성장전략을 

추진

- 당시 탄광 광부의 1/3(12만4천 명)을 차지하던 한국인이 귀국하거나 

탄광을 떠나 석탄생산량이 급감

   → 석탄 감소는 철강생산 감소로 이어져 全産業이 정체의 위기

- 탄광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증산된 석탄을 다시 철강생산에 

중점적으로 투입

- 석탄, 철강의 증산분을 단계적으로 다른 산업에 할당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산업의 생산부흥을 가져온다는 계획

- 그러나 무리한 부흥정책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등하고 生産財로부터 시작된 

산업생산이 消費財까지 이어질 동안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 발생

□ 이른바 '닷지 라인'(Dodge Line)이라는 비상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

-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장인 닷지가 訪日, 일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재정ㆍ경제의 全部門에 걸쳐 일본정부를 지도

- 닷지(Joseph Dodge)는 일본은 두 개의 죽마(竹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 

ㆍ두 개의 竹馬란 곧 미국의 원조와 일본정부의 보조금

- 초강경 균형예산, 징세강화, 임금안정, 물가통제, 무역과 외환통제의 강화 

및 고정환율 등 강력한 정책 추진

- 닷지 라인은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어 1950년부터 물가가 잡히고 

경제부흥의 길이 열림

- 이는 요시다가 일본 국민의 역량을 신뢰하고 일본 전체의 운명을 건 

모험을 단행한 결과

126)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 생산기반확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물자(생산재 
위주)에 우선 노동력과 자원을 투입해 육성하고, 다음에 다른 산업으로 자원의 
집중대상을 옮겨가는 방식. 대개 生産財에서 消費財로 이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최종소비재 수요를 충족하려면,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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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1899~1965,  日本

1. 基本事項
□ 略歷 

- 1899,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출생

- 교토 대학(京都大學) 법학부 졸업 후 大藏省에 들어가 세무서장․재무 

국장․주세(主稅)국장 등을 역임

- 1947, 재무차관 역임

- 1949, 衆議院 의원 및 3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의 재무장관 역임

- 1951, 샌프란시스코 美日강화회의에 전권위원으로 참석

- 1956, 이시바시(石橋) 내각의 재무장관 

- 1957, 기시(岸) 내각의 재무장관․통산장관 역임

- 1960, 自民黨 총재 및 수상 취임, 所得倍增計劃 추진

- 1964, 병으로 사임 

□ 時代的 背景 
- 그가 經濟官僚이자 政治人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시기(1947～1949)는,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일본경제가 부흥하느냐 

몰락하느냐의 기로에 선 시점 

□ 成長 過程 
- 정통 관료의 길을 걷다가 政治人으로 변신

ㆍ持病 등 불우한 청장년기를 지낸 후 42세에 3등 관료에 오를 정도로 

출세가 늦었음

- 1945년 패전으로 인해 다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물러나면서 官運이 트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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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終戰 이전까지는 평범한 관료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전후 일본경제의 

재건자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主要 業績 
- 10년 내 소득을 2배 증가시킨다는 所得倍增計劃을 추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8년 만에 목표를 달성 

 
소득배증계획의 계획과 실적 비교

구분
기준
년도

(1958년)

目標 對備 實績 成長率(%)

1970 
목표

1970 실적
(倍)

목표
성장률

실제
성장률

國民總生産(兆円)

1人當國民所得(万円)

輸出(億$)

輸入(億$)

總人口(万名)

9.7

8.8

27.0

31.3

9,111

26.0

20.8

93.2

98.9

10,222

40.6(4.2)

31.7(3.6)

202.5(7.5)

195.3(6.2)

10,372(1.1

)

7.8

6.9

10.0

9.3

0.9

11.6

10.4

16.8

15.5

1.0

        주: 1970년 목표치는 1956～1958년 3년 평균 실질가격으로 算定
 

□ 後代에 미친 影響 
- 일본을 오늘날 세계 2위의 經濟大國으로 만든 장본인

-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이케다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을 20세기 후반 

일본경제사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인식127)

- 소득배증계획은 사회자본의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무역과 국제협력의 

적극 추진, 과학기술 진흥, 농업근대화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결정적으로 

앞당겼다는 평가 

127)「포브스」誌가 기업인, 경제평론가, 학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00.10), 주요 응답자는 財界의 오가 노리오 소니 회장, 히구치 히로타로 
아사히맥주 회장,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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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特性
① 大器晩成形 관료, 경제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 학생 시절부터 病弱했으며 오랜 持病으로 관료로서의 성장도 더딘 

대기만성형

-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교토대학 법학부를 25세의 나이로 졸업

- 종전 후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퇴진하면서 官運이 

트이기 시작

□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경제원리에 따라 추진

- 닷지 라인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추진된 결과, 資金難에 몰린 중소기업의 

도산 사태가 속출

- 중소기업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케다는 “가난뱅이는 보리밥을 

먹어라.”는 유명한 말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ㆍ이케다는 정부개입에 의한 官主導型 市場經濟를 신봉했으나, 정부 정책은 

경제원리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 

② ‘월급 2배론’의 슬로건 → “政治의 季節에서 經濟의 季節로”

□ 前시대의 ‘政治主義’에서 ‘經濟主義’로 이행

- 기시(岸) 내각 하에서 安保騷動(美日안보조약 개정 논란), 미이케(三池) 

탄광 쟁의,128) 경직법(警職法) 개정 파동129) 등 전 사회에 이념갈등 증폭

128)미이케(三池) 탄광 쟁의: 1960년 발생한 일본 전후 최대 노동쟁의. 1959년에 사측이 
1,280명의 지명해고를 노조에 통보하자 이듬해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300일 간 50만 
명의 전국 노조원들이 동참. 재계가 회사 측을,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노조 측을 
지지하면서 ‘자본 대 노동’의 싸움으로 확대. 사용자 측의 승리로 결론이 나면서 
강경노조는 노사협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됨. 

129)경직법(警職法, 警察官職務執行法) 개정 파동: 1958년 10월에 정부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는 법안(불법집회해산, 강제동행 등)을 
상정하면서 언론과 사회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사건. 결국 정부는 법안개정을 
단념하고, 법안은 심의 미완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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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다는 이념적 편향을 버리고 정국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을 삼가

ㆍ그러나 기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

※“3분의 1로 줄인다”와 “6할 감소”

- 수상 취임 직후인 1960년 9월, “금후 3년 간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향후 10년 간에 농민을 3분의 1로 줄인다”고 발언했다가 

말썽이 일자, “농민의 6할이 줄게 될 것이다”라고 정정

ㆍ표현만 바꾸었을 뿐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음 

- 경제성장의 추진을 통해 민심의 안정을 기하고자 시도

ㆍ“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의 이행” 호소

□ 국민들에게 명쾌한 ‘월급 2배론’의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국민역량을 집중

- 1950년대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굴절론(屈折論)’을 부인하고 “고도성장은 

이제부터”라는 비전을 제시

- 사회갈등과 소극적 태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을 타파

ㆍ종전까지는 경제계획 시 성장잠재력을 항상 과소평가하여, 해마다 세금의 

초과징수가 발생 → 민간경제 확대에 사회자본의 개발이 뒤처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

- 소득배증계획의 성공요인은 리더가 고도성장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비전을 제시하여 의욕을 고취시킨 것

ㆍ실제 정책들은 妙案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정책의 종합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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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中國

1. 基本事項
□ 略歷

- 1904, 쓰촨성(四川省) 출생

- 1918, 프랑스로 유학

- 1927, 귀국 후 광시(廣西)에서 공산당 운동 가담

- 1933, 마오쩌둥(毛澤東)을 따라 長征에 참여

- 1949, 장장(長江) 도하작전과 난징(南京) 점령 주도

- 1954, 당중앙위원회 비서장 역임

- 1955, 정치국 위원 역임

- 1966, 文化革命130) 시 反毛走資派131)의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

- 1973,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추천으로 복권

- 1976, 저우언라이(周恩來) 사후 다시 실각, 마오쩌둥 사망

- 1977, 복직 

- 1981, 실질적인 권력 장악,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하여 과감한 개혁조치 단행

- 1989, 4월 天安門 사태

- 1997, 2월 19일 사망 

□ 時代的 背景 
- 신해혁명(辛亥革命)132)으로 淸朝가 무너지고 일본 등 外勢의 侵入, 

국민당과 공산당의 內亂이 激甚하던 시절 정계에 등장

130)文化革命: 마오쩌둥의 주도로 1965년 가을부터 10년 간 중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사회적 동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라 자칭했지만 이는 사회주의 
사회혁명운동으로서 중국사회를 격심하게 뒤흔들어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으며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줌.

131)反毛走資派란, 反毛澤東的인 資本主義 노선을 疾走하는 집단이라는 의미.

132)신해혁명(辛亥革命):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民主主義 革命. 이로 인해 淸朝가 
멸망하여 2천 년 간 계속된 專制政治가 終末을 고하고, 中華民國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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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고 내부 분열에 대항하여 누가 통일 중국을 다시 

건설하는가 하는 치열한 경쟁상황

- 인생의 후반기에는, 마오쩌둥 말기의 文化革命과 마오쩌둥 사후에 중국 

공산당 제2기의 리더십 혼란기를 거치면서 피폐해지고 경직된 중국의 

재도약이 시급

□ 成長 過程 
- 16세에 프랑스에 유학하여 서구 문물과 유럽 사회주의 사상을 체득

- 23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비서장을 맡을 정도로 고속승진

□ 主要 業績 
- 실용주의, 개방주의 노선 아래 사기업과 시장의 힘을 끌어들여 중국경제를 

재도약시킴

- 견고한 ‘竹의 帳幕’ 속에 숨어 폐쇄성과 후진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던 

중국을 강국으로 발돋움시킴

- 천안문 민주화운동133)의 무력 유혈진압은, 또 한 번의 혼란을 용인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나온 결단이지만, 중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있음 

□ 後代에 미친 影響 
- 마오쩌둥보다 더욱 존경받는 현대 중국의 리더

- 政治安定과 經濟改革이라는 그의 노선은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개혁 모델로 평가받음

2. 리더십 特性
ⓛ 뚝심을 지닌 온건파(外柔內剛)

□ 규칙을 지키면서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며 좀처럼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업무에 열중하는 스타일

133)천안문 민주화운동: 1989년 6월 4일 미명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天安門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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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날부터 주로 보좌역과 비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리웨이한(李維漢), 저우언라이(周恩來), 리리산(李立三) 등의 여러 상사들을 

모심

- 합리성과 ‘常識의 카리스마’를 겸비한 지도자로 성장

□ 文化革命의 최대 희생자이면서도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심, 당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혁명을 전면 부정하지 않음

- 마오쩌둥에 대한 전체 부정이 중국혁명의 근대사와 공산당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 개인적 원한을 억제

-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와 달리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업적을 “70%의 

功, 30%의 過”라고 평

□ 온건파이면서도 자신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

- 문화혁명 시 자신의 보스였던 마오쩌둥과의 노선투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아 결국 실각되고 큰 고초를 치름 

② 치명적 失脚에서 부활한 信念의 정치인

□ 원칙에 대한 소신이 오히려 정치수명을 길게 하고 결국 최고 권좌에까지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됨 

- 정치적 굴곡에 상관없이 항상 선두에 서 있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와는 

대조적으로, 치명적 실각을 두 번이나 당하고 다시 재기

ㆍ오뚝이라는 뜻의 ‘부도옹(不倒翁)'이라는 별명을 얻음

- 자기 노선에 대한 신념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 뚝심

ㆍ문화혁명의 공포 분위기 하에서 작성된 「自己批判書」에서도 자신의 

행적이 잘못되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음

※1956년 9월 당대회에서 “지도자에 대한 사랑 - 이것은 본질적으로 당의 

이익, 계급의 이익, 인민의 이익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개인의 

神格化는 아니다.”라고 말하여 마오쩌둥 노선을 전면적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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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혁명을 시도한 마오쩌둥의 동참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결국 숙청당하는 

과정을 감수

- 1967년 7～8월 사이에 덩샤오핑은 중난하이(中南海)134)에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으며, 9월에는 그의 다섯 자녀들이 모두 중난하이에서 

쫓겨났고, 큰 아들은 허리 아래를 못 쓰는 중증장애인이 됨 

- 본인도 1969～1973년 사이에는 장시성(江西省)에 있는 트랙터 공장으로 

추방되어 육체노동자로 전락

③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 흑묘백묘론을 주장하여 수단보다는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

- 묘론(猫論)과 모론(摸論)을 주장

ㆍ묘론(猫論):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不管白猫黑猫, 能柧到老鼠就是好猫).” 

ㆍ모론(摸論):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摸石頭過河).”

- 은퇴한 후에도 덩샤오핑은 유명한 화가에게 ‘쌍묘도(雙猫圖)’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여 그것을 집에 걸어두었다고 함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에게 일본 사람이 신칸센을 태워주면서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라고 자랑하자 그는 “어딜 가려고 하는가?”라고 응수하여 

맹목적 효율보다는 목적이 중요함을 지적

□ 實用主義 哲學의 기반 위에서 開放論을 전개

- 스스로 개방론을 業績으로 자랑

ㆍ“중국의 經濟開放政策은 내가 제기한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공언하고 

그 내용을 對外開放, 對內開放, 一國兩制135)로 제시

134)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의 중앙에 있는 호수. 중하이(中海)와 
난하이(南海) 주변지역의 명칭. 중국 공산당과 정부 주요기관, 그리고 요인의 주택이 
많음. 

135)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킨다는 뜻으로,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 대해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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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정책에 따라 외자도입이 활성화되고,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적용한 

경제특구가 설치

ㆍ개방의 전초기지로서 經濟特區를 적극 활용

ㆍ“특구는 개방의 기지로서 경제와 인재양성 측면에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광둥승 

주요 책임자들과 광둥의 발전전망 토론 中) 

※ 덩샤오핑의 開放經濟政策
1)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연해도시를 개방하고, 연해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창장(長江) 강 연안도시와 내륙지역의 성도(省都, 省政府所在地)를 

개방한다. 

2)外資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對中國投資를 환영한다. 

3)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외 경제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4)대외무역을 확대하여 외화수익을 늘리고, 무역체제를 개혁하여 지방과 

기업의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5)자급자족의 자연경제 관점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관념을 철저히 포기한다.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모두 개척하되 국내시장을 우선시 하고, 국내경제의 

관리능력과 대외 경제무역의 관리능력을 배워야 한다. 

□ 소련 모델을 벗어나 자본주의 장점을 감안한 ‘修正 經濟모델’ 창안

- 국내자본투자에 집중되었던 기존 경제정책을 소비재 생산 및 외국자본 

도입으로 방향 전환

- 특히 관료 중심의 경제운용을 經營者 중심으로 전환

ㆍ소규모 공장을 다수 건설해서 업적을 채우려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효율을 제고

ㆍ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私營企業과 시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됨

경제체제는 사회·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유래. 이후 
일국양제는 선전 등 경제특구와 1997년 7월 홍콩의 중국 반환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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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카네기(Carnegie,  Andrew) 
1835~1919,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35, 스코틀랜드 手織工의 아들로 출생

- 1848,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로 이주, 어려서부터 방적공․기관조수․ 
전보배달원 등에 종사

- 1853,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취직. 근무하는 동안, 침대차회사, 

철도기재제조회사, 운송회사, 석유회사 등에 투자하여 거액의 이윤을 획득

- 1865, 철강 수요증대를 예견하여 독자적으로 철강업을 경영

- 1872, 베서머제강법에 의한 홈스테드제강소 건설

- 1870년대부터 석탄․철광석․철도․선박을 아우르는 철강 트러스트를 형성

- 1892, 카네기철강회사 설립

- 1901, 모건系의 제강회사와 합병하여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스틸사를 설립

- 은퇴 후, 교육과 문화사업에 몰두. 카네기 工科大學(이후 멜론 대학과 

합병해 카네기멜론대학), 카네기교육진흥재단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 

□ 時代的 背景 
- 미국경제의 고성장기이자 화학, 전기, 내연기관, 철도 등이 중심이 된 2차 

산업혁명 시기로 철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시대

□ 成長 過程 
- 어린 시절부터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 힘껏 하면 그곳에서 

인생의 광명이 발견된다”는 시인 바이레스의 금언을 되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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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토끼와 비둘기를 길렀는데, 친구들에게 토끼가 먹을 풀을 

뜯어오면 토끼에게 풀 뜯어온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제의하여 큰 

호응을 얻어냄

ㆍ그는 훗날 이 일을 기억하며 “내가 모든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재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상 

- 면직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절친한 친구 보비가 해고당하자, 그를 

복직시켜주지 않으면 자신도 퇴직하겠다고 말하여 결국 같이 해고당함

ㆍ보비는 평생 그의 조력자가 됨 

□ 主要 業績 
- 美國의 철강왕으로서 20세기 초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 소재인 철강생산을 

담당

ㆍ화학물질을 이용한 고품질 강철 생산방식을 도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은퇴 후 교육과 문화사업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 

□ 後代에 미친 影響 
- 자기 노력에 의해 자수성가한 起業家(entrepreneur)로 미국 資本主義의 

象徵的 人物이 되었으며, 전형적 미국 경영자상을 창출

 

2. 리더십 特性
① 資本主義 정신에 투철한 낙관적 起業家

□ 숙련 직조공이었던 아버지가 기계화로 인해 실업자가 된 후 미국으로 이주

- 아버지가 평생 배운 기술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목격

- 슬픔 속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어린 카네기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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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자본주의 생리와 특성을 체득하고 

빠르게 적응

- 1859년 전신회사 株式 10주를 산 후 최초의 배당금을 수령

ㆍ“나는 봉투를 열었다. 10달러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수표를 

내가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마에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최초로 자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었다. ‘유레카!'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구나!'” - 

카네기의 回想
- 자본주의 생리를 깨달은 뒤, 카네기는 確信과 信念에 차 어떠한 주저도 

없이 성장과 번영을 향한 그의 목표로 一路邁進
ㆍ“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든가 어떤 야망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든가 이런 

의심은 카네기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버튼 헨드릭스, 카네기 

전기 작가) 

② 能力 있는 부하를 발굴하여 同業者로 승격

□ 그는 능력 있고 성과를 거둔 젊은 직원들을 자신의 동업자로 승격시켜 

회사주식을 부여

- 처음 자신의 형제, 친구, 동료에게만 나누어 주었던 주식을 유능한 

직원들에게까지 확장

- 자본주의 사회에서 主人意識이 노력과 창의성을 끌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임을 인식

ㆍ“자기 배를 가진 어부와, 품삯을 받는 어부는 일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항상 강조

- 그는 지속적인 效率改善을 요구하여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다루었다고 

비난받기도 했으나 근로자들은 스스로가 노예처럼 일함

ㆍ성과를 올릴 경우 카네기로부터 확실한 보상을 받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

□ 휘하의 인력을 꾸준히 관찰하고 재능을 조기에 감지, 適材適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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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기는 자기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들 중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독수리눈(eagle eye)'을 가졌다고 자부

ㆍ“나는 증기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훨씬 

복잡한 기계인 人間을 알려고 노력했다” 

③ 계산된 危險甘受,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넣어라”

□ 原價會計를 적용하여, 지멘스 평로(Siemens open heart furnace)136)의 손익을 

측정한 후 도입, 주먹구구식 혁신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혁신 추구

- 카네기는 미국 최초로 원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단위당 원가를 

계산, 지멘스 평로 도입 시 原價節減分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도입 

타당성을 확인

- 평로 초기 설치 시의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경쟁사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제성을 간파한 카네기는 기회를 선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

- 카네기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대담한 사업가였으나, 면밀한 

계산과 계획의 뒷받침 없이는 경솔한 행동을 범하지 않음

※그는 “開拓은 수지가 맞지 않다(Pioneering don't pay)”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그가 위험회피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모험을 경계한 

것

□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選擇과 集中을 강조,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잘 지켜보라.”

- 기업가정신과 튼튼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선점하고, 전력투구하는 올인(all-in) 전략을 구사

- 미국의 鋼鐵王으로 옆길을 보지 않고 초지일관

ㆍ金融을 근간으로 광범위한 다각화를 추구한 J.P. 모건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사들이지만, 나는 길러낸다.”고 自評

136)지멘스 평로(Siemens open heart furnace): 獨逸의 칼 윌리엄스 지멘스가 1861년 
축열원리(산화가스를 가열에 다시 활용하는 방법)를 적용해 만든 반사로인 평로를 
발명. 이후 1864년 프랑스의 피에르 에밀 마르탱이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평로를 
개발. 두 발명자의 이름을 딴 지멘스-마르탱 평로법은 1870년대 이후 주요 
제강법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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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 . P.  모건(Morgan,  J ohn Pierpont) 
1837~1913,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37, 성공한 사업가였던 주니어스 S. 모건의 아들로 출생

- 1856, 獨逸 괴팅겐 대학 입학

- 1861, JP모건 설립(2년 뒤 해산)

- 1871, 드렉셀모건회사 설립

- 1879, 아버지와 함께 뉴욕센트럴철도주 26만 주 인수

- 1895, JP모건 재설립, 금융위기 극복 지원

- 1901, 카네기, 록펠러 철강회사 인수

- 1907, 국가적 공황발생에 대응, 은행장을 소집하여 자금을 갹출, 

증권거래소의 위기를 타개

- 1913, 이집트 여행 중 사망(73세)

□ 時代的 背景 
-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농경사회에서 産業社會로 이행하는 과정

□ 成長 過程 
- 유복한 환경에서 유럽 유학을 통해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음 (독일에서는 

수학교수 자리까지 제의받음)

ㆍ아버지가 성공한 대은행가인 2세 경영자

-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감각과 자산을 통해 젊어서부터 금융, 철도, 

철강 등 기간산업에 투신, 당대 최고의 사업가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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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전후 미국을 지배하는 3인은 J.P. 모건, 록펠러, 앤드루 멜런137)” 

이라고까지 회자됨 

□ 主要 業績 
- 당시 국제적 규모의 투기, 과도한 독점을 통한 산업지배 등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음

- 탁월한 금융가로 수차례 미국 금융위기 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단순히 

私利私慾이 아니라 국가의 經濟秩序를 위해 행동

- J.P. 모건家의 富는 미국 국민총생산 증대와 거의 같은 속도로 동반성장 

□ 後代에 미친 影響 
- 미국 초기 은행가로서 投資銀行의 산 교과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미국 

金融資本의 礎石을 마련

- 모건家는 여섯 세대에 걸쳐 富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고 淸敎徒의 미국 

이주 이후 미국 역사의 계속성을 대표해옴 

 

2. 리더십 特性
① “정말 중요한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

□ 돈을 추구하는 금융가이면서 돈을 초월하는 가치관을 계승

- 아버지 주니어스 모건은 “진정 갈망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돈을 따지지 

말라.”고 가르침

- 유럽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여 교양과 지식을 쌓았으며, 만년에는 

미술품, 골동품 등 방대한 예술품 수집 

137)앤드루 맬런(Andrew Mellon, 1885～1937): 모건家, 록펠러家와 함께 미국의 대부호 
가문 중 하나인 멜런家 2세. 쿨리지 대통령 시절 財務長官을 지내면서 1920년 미국의 
租稅制度 改革에 공헌. 맬런家는 피츠버그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업과 
알루미늄(ALCOA), 석유사업(걸프석유) 등으로 富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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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알아보고 평생 신뢰

□ 사람에 대한 直觀的인 판단력을 갖추고 한번 믿은 사람은 평생 신뢰

- 그는 미술품, 골동품, 특히 명사들의 자필원고의 수집광이었는데 대규모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당한 사례가 거의 없음

- 이는 영국 문호 대커리(Thackeray)의 자필원고를 구입하면서 만난 전문가 

호일러를 평생 신뢰했기 때문

ㆍ호일러의 평생 감정 활동으로 그는 귀중한 진품원고를 대량수집

- 호일러를 처음 만났을 때 J.P. 모건은 “진본을 판정하기에 자네는 너무 

젊은 것 같다”고 했고 호일러는 “17세 때부터 이 일을 해왔으며, 제 자신 

이 방면에서는 결코 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 모건은 이 대답과 

눈빛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는 평생 그를 신뢰

□ 투자결정 시에도 객관적인 자료나 담보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

- 회사의 증권을 담보로 내어놓겠다는 사업가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 

“당신의 담보는 다른 은행과의 거래에서 필요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업실적과 당신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다.” 

③ 금융위기 극복과 聯邦準備制度138)의 구상

□ 중앙은행 시스템도 없고 정부의 역할도 미미한 20세기 초 대규모 

金融危機(1907)가 발생

- 재력가와 은행 소유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우리만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빼지 말자”고 결의했으나, 회의가 끝난 뒤 한두 시간도 채 안되어 

서로 앞 다투어 돈을 빼내가는 극도의 혼란상 연출

ㆍ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138)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 1913년 12월 23일 성립한 
연방준비법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1935년에 개정됨.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에 은행권 발행의 
독점권, 가맹은행의 법정준비금의 집중 보관, 가맹은행에 대한 어음의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의 역할을 담당. 각 준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운영 총괄하며, 
이사회는 국회와 직결된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의 재무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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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모건은 미국 금융가의 마지막 보루로서 네덜란드의 제방 아래 서 있는 

소년처럼 물구멍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함

- J.P. 모건이 정부를 대신해 한 달여 동안 不撤晝夜로 금융계를 재조직한 

결과, 11월 들어 금융위기가 비로소 진정

ㆍ모건 혼자 힘으로 中央銀行 역할을 수행

□ J.P. 모건은 危機狀況에서도 理性을 잃지 않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위기대응 

수순을 밟음

- 전체 은행이 연쇄파국의 위기에 직면하자, 즉시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은행 중 회생가능, 불가능 은행을 구분하고 현실가능한 방파제를 구축하는 

등 기민하게 조치

- 파국이 우려되던 어느 날 뉴욕 주식거래소 이사장이 J.P. 모건을 찾아와 

뉴욕거래소의 문을 정상 영업시간보다 조금 빨리 닫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ㆍ그는 “정상 폐장시간 3시보다 1분이라도 문을 빨리 닫아서는 안 된다.” 고 

단호하게 선언

ㆍ당국의 당황한 모습이 금융시장을 더욱 빨리 불신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임을 간파

□ 그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은행가들을 한데 모아놓고 회의실을 잠그는 등 

극단적 행동을 통해 단결을 유도(카리스마적 리더십)

- 1907년 11월, J.P. 모건은 모건도서관 회의실에서 은행가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

- 당시 200만 달러 정도의 갹출을 각오하고 있던 은행가들에게 2,500만 

달러의 醵出을 요구

- 은행가들은 각 은행의 책임문제,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일부 인사가 자리를 뜨려 했으나 회의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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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모건은 회의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포켓에 넣어둔 채 다음날 새벽 

5시15분 전까지 회의를 진행, 전원의 갹출 동의를 받아냄

□ J.P. 모건은 중앙은행도 없던 초기 미국 금융가에서 단신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여 1907년 공황이 파국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냄

- 그는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의 은행체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

- 1907년도의 공황은 그가 자신의 私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막아 냈지만,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미래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

ㆍ그의 이러한 先見은 이후 6년 뒤 윌슨 대통령 때 聯邦準備制度의 창설로 

결실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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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록펠러(Rockefeller,  J ohn Davison) 
1839~1937,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39, 뉴욕 주 출생

- 1859, 친구와 함께 상사회사(商事會社) 설립

- 1870, 자본금 1백만 달러의 주식회사 오하이오스탠더드 석유회사 설립

- 1882, 美國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 조직

- 셔먼 독점금지법139) 이후 지주회사 뉴저지스탠더드 석유회사 설립으로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유전과 정유소를 소유한 거대한 회사로 성장

- 1911, 미국 연방재판소로부터 反트러스트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고 

해체, 이후 재계에서 은퇴하여 자선사업에 몰두 

□ 時代的 背景 
- 당시 미국은 南北戰爭 이후 고성장이 지속되는 黃金時代로, 油田이 속속 

개발되고 자동차, 비행기가 발명되는 등 石油産業의 전성기

- 록펠러는 이런 시기에 全美 石油市場을 석권하여 최대의 富를 달성 

□ 成長 過程 
- 방탕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여 학교에 자기 어머니가 과부라고 말할 만큼 

콤플렉스를 가짐

- 어려운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전문대학에 들어가 경영자의 꿈을 

키움. 학교를 졸업한 후 도매회사에 취직하여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냄 

139)셔먼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Sherman Act): 1890년 발효된 독점금지법. 이후 
1914년에 ‘셔먼 독점금지법’을 보강하여 만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을 합쳐, 
反트러스트법이라고 함.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들 간의 연합과 미국 
내 거래와 통상에 있어 독점 不許方針이 핵심조항. 위반 시 기업에 解散命令, 회사나 
당사자에 罰金이나 拘禁刑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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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미국의 석유사업 代父로서 합병 및 트러스트에 의한 독점, 산업스파이, 

정경유착, 노조탄압 등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의 엔진으로서 

평생 자신과 국가의 富를 함께 증대시킴

- 특히 은퇴 이후 대학, 의학, 과학, 예술 등 주요 부문에 대한 막대한 

사회공헌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 1890～1892년 시카고 大學 설립을 위해 6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록펠러 

재단․일반교육재단․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 

□ 後代에 미친 影響 
- 그의 스탠더드 그룹에서 분리된 펜조일(Pennzoil), 세브론(Chevron)은 

독립회사로서 성공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스탠더드의 자회사였던 

모빌(Mobil)과 엑손(Exxon)은 1999년 합병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로 성장

- 그가 설립한 록펠러 재단은 설립 후 2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전 세계에 

제공했으며, 1만 3천 명의 재단 특별연구원에게 보조금을 지급

ㆍ기아근절, 인구문제 해결, 대학의 발전, 미국 국내의 기회균등 및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최근에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

 

2. 리더십 特性
①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平常心

□ 록펠러는 천문학적 벌금형 선고가 결정된 날 골프 라운드에서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낼 정도로 평상심을 유지

- 연방정부는 스탠더드社를 리베이트, 산업스파이, 그외 다른 거래 

위반혐의로 고소

- 선고가 구형되는 날 록펠러는 포레스트 힐에서 클리블랜드의 한 기자와 

평상시처럼 골프를 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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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사람이 선고결과를 알리는 쪽지를 가져오자 록펠러는 그것을 

읽은 후 태연하게 다시 골프를 시작, 페어웨이로 160야드짜리 샷을 날림

- 호기심에 몸이 단 기자가 “벌금이 얼마 나왔는가?”고 묻자 “최고 벌금이 

2,924만 달러군요.”라고 답하고 계속 골프를 쳐 9홀에 53타라는 평소 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

□ “완전한 승리는 過誤”라는 東洋的 勝敗觀을 보유

- 록펠러는 90세까지 골프를 쳤으며 골프 드라이버에 분필을 칠해놓고 공이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를 확인해가며 실력향상에 힘썼음

- 그는 불완전한 승리가 더욱 완전하다고 생각

ㆍ“다른 사람의 패배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난 토요일 골프에서 

4명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나는 그 일을 잘못으로 여기고 있으며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② 시대 흐름을 읽고 새로운 사업기회로 신속하게 전환

□ 세계 최초의 자동차와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

- 록펠러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과학분야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를 

석유사업에 기민하게 연계

- 전기를 이용하는 전등이 등유 램프를 대제하자, 천연가스를 이용한 스토브, 

가로등, 화로 등의 제품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 내연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 및 비행기 개발로 인해 이제까지 

불필요한 부산물이었던 가솔린의 거대한 수요처가 발생

ㆍ록펠러는 헨리 포드의 제1호 자동차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의 연료 

공급자가 됨으로써 내연기관 시대의 기회를 선점 

③ 直觀에 의한 기회포착과 과감한 투자

□ 유황성분이 많은 低級油 개발의 가능성을 통찰하고 私財를 투입하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미국 석유산업의 지배권을 장악



- 148 -

- 기존 펜실베이니아 원유 생산이 저조해져가는 상황에서, 오하이오 리마에서 

유황성분이 섞인 유전이 발견

ㆍ유황석유는 등불을 까맣게 물들이고 기계를 못 쓰게 만들었으며 악취가 

진동

- 록펠러는 회사 내외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재산 3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오하이오 유전개발권을 확보

- 이후 스탠더드사의 연구개발진은 원유에서 유황성분을 제거하여 

구리산화물로 전환하는 특허를 획득

- 이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에서 인디애나까지 수많은 유전을 획득하고 미국 

석유산업의 지배권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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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포드(Ford,  Henry) 
1863~1947,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863, 미시간 주 웨인 출생, 학업을 중단하고 15세 때 機械工이 되어 

자동차 제작에 몰두

- 1899,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전기회사에서 기술책임자로 근무

- 1903, 동업자와 함께 자본금 10만 달러로 포드자동차회사를 설립

- 1908, 세계 최초의 量産大衆車인 포드 T-Model 출시

- 1913, 조립라인방식에 의한 양산체제인 포드시스템을 확립하고 합리적 

경영방식을 도입

- 1914, 최저임금 日給 5달러,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정책을 실천

- 포드자동차회사는 1924년에는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

- 1920년대 말에는 경쟁사인 제너럴모터스사(GM)에 수위를 빼앗기고, 

경영이 악화

- 1936, 포드財團 설립 

□ 時代的 背景 
- 포드의 전성기(1903～1929)는 내연기관ㆍ전기ㆍ철도 등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의 절정기이자, 미국경제의 고도성장기(1903～1926, 연평균 7.0% 

성장)

- 카네기가 鐵道로 미국의 産業革命ㆍ高度成長을 시작한 인물이라면, 포드는 

自動車로 이를 완성 

□ 成長 過程 
-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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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은 헨리가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했으나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높아 디트로이트에서 공장생활을 선택

- 에디슨電氣會社 재직 시, 에디슨 앞에서 자신의 자동차 모델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고(1896) 이때 에디슨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를 보았다.”고 

격려 

□ 主要 業績 
- 거대한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며, 自動車라는 수단을 통해 

現代社會의 모습을 根本的으로 變化시킴

□ 後代에 미친 影響 
- 스스로 ‘자동차의 발명가’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발명가’로 자처할 만큼, 

미국 현대사회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

- 자동차뿐 아니라, 대량생산방식, 현대적 기업, 슈퍼마켓, 더 나아가 중산층 

및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출 

 

2. 리더십 特性
① 開放的 혁신가(open-minded innovator)

□ 내연기관에 대한 꿈과 熱情을 품고 과감히 도전

- 에디슨전기회사에 근무하던 시절 집에 집 뒤에 오두막 작업장을 설치하고 

퇴근 후 매일 밤 자동차 제조에 半年 이상 몰두

- 회사의 고위직에 오른 후, 안정적인 샐러리맨의 삶을 포기하고 36세의 

나이에 자동차 사업에 투신

□ 獨不將軍式 發明家가 아니라 협력과 교류를 통한 開放的 革新家
-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은 최대한 

끌어오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 

ㆍ다른 엔지니어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구입 가능한 다른 회사의 부품들을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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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같이 획기적인 발명보다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아이디어를 

응용ㆍ개선하고자 함140)

- 포드가 자동차 사업에 투신했을 때 이미 자동차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고 대량생산 시스템은 엘리 휘트니141)에 의해 이미 도입

- 그는 새로운 발명을 미국의 경제생활에 접목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

- 그는 市場經濟를 활용, 비효율적 생산자를 퇴출시키고 효율적 생산자를 

한층 효율화하여, 미국 경제의 성장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② T-Model로 그랜드 캐니언 走破

□ 자동차가 ‘어른들의 장난감’이던 시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사회를 

구상

- 당시 다른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포드와 같은 

비전과 전망을 갖지 못함

- 1912년 T-Model로 그랜드 캐니언에 

진입했다가 빠져 나오는 상징적 이벤트를 통해 

자동차 보급을 주도

ㆍ“눈, 진흙탕, 사막의 모래 위에서도 달린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포장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던 

자동차와 차별화

ㆍ당시 포장도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전국 

곳곳, 농촌까지 보급

□ 파격적인 低가격, 高임금 정책으로 대량생산(mass-production)시대 개막

- ‘가격인하 → 시장확대 → 대량생산 → 규모의 경제 → 저원가ㆍ저가격 

유지’라는 선순환 구축

140)사실상 포드는 자동차, 대량생산 시스템의 창시자는 아님.

141)엘리 휘트니(Eli Whitney, 1765～1825): 미국의 기계발명가. 소년 시절 남북전쟁 때 
침대제작공장 운영. 1792년 예일대 졸업 후, 목화씨 제거를 위한 간단한 구조의 
조면기 발명. 1798년에 정부에 1만 개의 머스킷총의 납품을 계약, 互換式(개개의 
부품을 따로 제작하는 방식) 생산법을 채택해 대량생산의 기초를 마련. 

1912년 T-Model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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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재 여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상정하고 

그로부터 현재의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하는 逆進式(backward) 思考
- ‘일당 5달러(Five $ Day)’를 적용하여 高賃金ㆍ高生産性 정책 구현

ㆍ‘고임금 → 우수직원 유치, 사기제고 → 생산성 향상 → 지불능력 제고 →

고임금 유지’의 선순환 형성

□ 자동차 제조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창조

-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낮춤

- 호환성 있는 자동차 부품의 개발과 공급체계 개선으로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

- 高임금으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진 포드社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가의 

생필품 매장을 개설

ㆍ슈퍼마켓 아이디어를 창안

※존 다링거라는 이름의 소년은 헨리 포드가 학교교육에 대해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할아버지, 이젠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現代'란 말이에요.” 라고 하자 포드는 “얘야, 그 '現代'를 발명한 게 

나란다.”고 대답

③ 近代的 勞務管理 창시

□ 포드는 더 많이 주고 높은 생산성을 끌어내는 高임금-低인건비 정책의 

창시자

- 단, 자동화를 통해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장기고용계약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의 柔軟性을 극단적으로 강조

ㆍ포드는 현대사회도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명확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노동자의 장기고용은 비합리적이라고 확신

- 결국 고용안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조와의 충돌로 流血事態를 초래

ㆍ前科者들로 조직된 ‘봉사부(Ford Service Department, 일종의 救社隊)’를 

통한 시위 강제진압으로 물의

ㆍ과도하게 경직된 노사관리는 향후 GM에게 추월당하는 빌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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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1894~1989,  日本

1. 基本事項
□ 略歷 

- 1894,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출생 

- 1903, 9세 때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더부살이로 전전

- 1910, 오사카전등회사(大阪電燈會社)에 입사

- 1917, 퇴사하여 전년도에 實用新案特許를 취득한 개량소켓142)의 제조 및 

판매에 착수

- 1918, 마쓰시타전기기구제작소(松下電氣機具製作所) 창업, 이후 독자적인 

경영이념과 경영수완으로 사업이 급성장

- 1935, 회사조직으로 전환한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氣産業)은 해외 

주요도시로 진출하여 세계 屈指의 가전회사로 성장 

□ 時代的 背景 
- 일본이 세계로 팽창하여 强國으로 부상하던 시기 

- 2차대전 종전 시에 이미 財閥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 전후에 戰時內閣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재벌해체 대상이 되는 등 위기를 겪음

- 그러나 戰後 흑백텔레비전,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라는 이른바 ‘3종의 

神器’ 시대, 즉 가전산업의 눈부신 성장 시대가 오면서 기회를 포착 

□ 成長 過程 
- 11세 때 아버지를 잃고, 18세 때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남

- 가는 곳마다 誠實히 일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17세 때 

전기업체가 유망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오사카전등회사(大阪電燈會社)에 

들어갔고 당시 옥내배선공사 담당으로 열심히 근무

142)아다찡 플러그라는 이른바 쌍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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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뒤 24세 때 스스로 작은 사업체를 차려 쌍소켓을 개발, 큰 반응을 

일으킴

ㆍ소켓 하나를 놓고 언니는 전등을, 동생은 전기인두를 꽂겠다며 자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착안 

□ 主要 業績 
- 가전업체인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氣産業)의 창업자로서 세계 37개국에 

45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마쓰시타그룹(松下그룹) 건설

- 파나소닉ㆍ내쇼날ㆍ테크닉스 등 귀에 익은 상표만으로도 1만 4천여 종의 

각종 전기제품을 생산, 연간 매출액이 6조 엔을 넘어서는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성장 

□ 後代에 미친 影響 
-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딛고 ‘企業의 神’이 됨으로써 戰後의 성장시대를 

지배했던 立身出世의 꿈, 이른바 ‘재패니즈 드림(Japanese Dream)’의 

모델이 됨

- 終身雇傭을 보장하는 일본식 경영모델 제시

- 경영자를 '장사꾼'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정신적 리더, 국가적 英雄으로까지 

보는,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정착되는 데 기여

- 그러나 종신고용은 국제경쟁 시대에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우며, 

대량생산체제 하에 형성된 그의 일본식 경영은 고객차별화 등을 경시한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2. 리더십 特性
① 模倣의 天才

□ 마쓰시타는 모방에 천재적인 재질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일명 

‘마네시타(まねした, 마네는 ’모방‘을 의미)’라고 불림

-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결국은 마쓰시타의 강점으로 큰 
힘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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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사를 바꿀 획기적인 발명보다는 ‘쌍소켓’ 같은 기존 제품의 혁신을 

통해 사업 전개

ㆍ현실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발명들을 축적하여, 대히트 상품을 창출 

마쓰시다사의 쌍소켓

② “製品을 만들기보다 人間을 만들어라”

□ 마쓰시타는 창업 때부터 새로 뽑은 직원을 일정기간 기숙사에 입주시키고 

스스로 신입직원의 양부모라는 마음으로 人生指導를 담당

□ “經營者 2명의 가치는 매출의 1%”

- 임직원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독려

- 일본흥업은행이 1953년에 파산위기에 처한 빅터(Victor)의 처리를 

마쓰시타에게 맡겼을 때 단 2명의 경영자만 파견하고 대가로 매출의 1%를 

요구

ㆍ빅터 측이 불평하자, 재건을 포기하겠다는 강경대응으로 요구를 관철

□ 불황시에도 減員 대신 근무시간 단축 및 재고 판매로 대체

- 근무시간과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되 월급 전액을 지급

-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남는 절반의 근로시간은 在庫 판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함

ㆍ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휴일에도 전 종업원의 세일즈를 독려

   → 일본의 종신고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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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패전 후, 공직에서 추방된 마쓰시타는, 勞組의 항의운동에 힘입어 

실업계로 복귀

ㆍ근로자의 존경과 후원이 그의 부활을 도움 

③ '水道哲學'의 비전

□ “기업은 제품을 수돗물처럼 싸고 풍족하게 공급하여 생활의 풍요에 기여해야 

한다”는 水道哲學을 주창

-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리를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자세가 필요

ㆍ자신의 회사의 매출증가만을 생각해서는 일시적 성공에 국한

□ 마쓰시타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水道哲學을 새로운 가전 컨셉인 'Life 

Stream'으로 계승ㆍ발전

- SD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DVD로 기록하는 등 自社 제품을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 이용하도록 하는 개념(2004년 CES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

ㆍ또한 가전제품간 연결을 위해 전력선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에서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로 해석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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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웰치(Welch,  J ack)
1935~,  美國

1. 基本事項
□ 略歷 

- 1935, 11월 보스턴 인근에서 출생

- 1960, 일리노이 대학원에서 화공학 博士(24세), 매사추세츠 주 GE 

플라스틱공장에 첫 출근

- 1968, 최연소 플라스틱사업본부장 승진

- 1981, GE의 8번째이자 최연소 CEO로 취임(45세)

- 1983, 크로톤빌연수원을 經營革新의 메카로 개혁

- 1985, RCA를 합병함으로써 NBC를 소유

- 1987, 톰슨社와 빅딜 성사(의료기기 ↔ TV 생산)

- 1994, 웹 기반의 디지털 전략 준비

- 1995, 전사적 6시그마 운동 전개

- 2001, 하니웰 인수 실패, GE의 CEO 퇴임 

□ 時代的 背景 
- 20세기 후반 대량생산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戰略과 顧客滿足의 시대를 

맞아 포드, 슬로언의 뒤를 이어 새로운 경영전략과 리더십이 요구되던 시기 

□ 成長 過程 
- 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으며, 이후 ‘사람과 경쟁’을 

완벽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스포츠라며 극찬

- 매사세츠 大學과 일리노이 大學院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3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

ㆍ학위과정에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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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嗅覺ㆍ感性ㆍ觸感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음 

□ 主要 業績 
- 그가 CEO로 일한 20년 간(1981～2000) GE는, 매출은 270억 달러에서 

1,290억 달러로, 순이익은 15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로 증가

ㆍ자본수익률이 20% 수준을 기록하여 미국 평균 12%를 훨씬 초과

- GE를 시장가치 5,300억 달러의 기업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연봉 역시 

9,400만 달러(스톡옵션 포함)로 업계 최고수준 유지

- 미국「포천」誌와 파이낸셜타임스紙는 3년 연속(1998～2000) GE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 

□ 後代에 미친 影響 
- 웰치가 개발하고 적용해온 수많은 경영기법들은 전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經營校本으로 인정

ㆍGE의 경영기법은 항상 세계기업들의 關心事였으며 가장 많이 

벤치마킹되는 대상

GE가 사용한 주요 경영기법

연도 주요 기법

1983 ㆍ세계 시장 1, 2위가 아닌 사업은 포기 → 1등 또는 2등 전략

1984 ㆍ현장학습을 통한 전략개발 → Action Learning

1984
ㆍ20: 70: 10의 인사제도, 활력곡선(Vital Curve)
ㆍ360도 평가제

1988
ㆍ가장 뛰어난 노하우와 관행을 최단기간에 습득ㆍ전파 
  → Best Practice

1989 ㆍ신속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 Work-Out

1990 ㆍ부서간 시너지와 지식공유 → 벽 없는(boundaryless) 조직

1991 ㆍ고객관리 → Quick Market Intelligence(QMI)

1995 ㆍ불량률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추구 → 6시그마 운동

2. 리더십 特性



- 159 -

① 熱情의 경영자, 變化를 선도

□ 웰치는 스스로 열정적인 경영자였으며 동시에 조직구성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動力傳達者(energizer)

- 크로톤빌에서 웰치는 직원들에게 “A등급 직원을 정의하는 자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대답으로 항상 “熱情”을 제시

-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제품과 기술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태도와 열정을 

판단기준으로 적용

ㆍ발전설비사업부는 첨단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구성원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리

□ 變化를 선도, 나아가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

- “늦기 전에 변하라.”

-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라.”

- “나는 과거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다.” 

- “눈앞의 現實을 直視하고, 回避하지 마라.”

- “아젠다를 끊임없이 재점검하라. 필요하다면 다시 쓰라.”

- 임직원들이 GE가 토스터, 다리미 같은 소형가전제품을 포기한다는 것은 

회사의 전통적 유산을 팔아치우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21세기에 

접어들어 당신은 토스터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면 CT 스캐너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싶은가?”라고 반문

□ “변화에는 聖域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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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고 엄격한 눈으로 관찰하라. 회사의 

경비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에게 필요한 종업원과 사업분야, 그렇지 못한 

종업원과 사업분야를 결정하라. 그 다음 당신이 내린 결정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감정적으로 흐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결정은 

빨리하면 할수록 당신과 당신의 사업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② 官僚主義 嫌惡, 實用主義 尊重, 權限委讓, 現場重視

□ GE에 만연된 官僚主義를 입사 초기부터 혐오하여 한때 퇴사를 결심

- 입사 첫해에 연봉과 보너스가 팀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자 업적과 

무관한 衡平主義에 반발, 사직서를 냄 

- 당시 理事였던 구토프(Gutoff)가 임금인상과 자율 확대를 약속하면서 

잔류를 설득 

□ “管理를 적게 하는 것만큼 경영성과는 좋아진다.”

- “나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을 信賴하고자 노력한다.”

- “우리는 간소경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간섭이나 형식적인 절차가 

줄어들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組織階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경영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 “미국의 기업계는 기업 내부에만 초점을 맞춘 官僚主義體制를 구축해 

왔고, 관료주의가 한때는 올바른 경영방식으로 인식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대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변화는 비즈니스가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제된 관리는 신속한 경영을 방해한다.” 

□ 事業部와 現場으로 과감히 權限委讓
- “불필요한 여러 부문을 제거함으로써 4,000만 달러를 절약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수준을 넘는다. 리더십의 질적인 향상이나 신속한 

시장개척 같은 측면은 제외된 수치다. 또한 조직계층이 줄어들면서 

의사소통의 속도가 빨라졌다. 권한과 책임을 사업부로 넘겨줬고 각 

사업부에서는 자율경영 분위기를 만들었다.”

- “종업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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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짓누르는 조직계층을 

없애고, 그들의 발목을 조이고 있는 관료주의라는 족쇄를 풀어주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부서 간의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 “내 임무는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고 가장 올바른 사업을 선택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원을 분배한 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란 관리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 실제로 일을 하는 現場 목소리를 중시

- “종업원들이 편하게 意見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 “시간과 손만 제공할 뿐, 어떤 것도 질문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과정에서, 현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그들의 의견이 

그 누구의 의견보다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조직을 緊張하고 뛰게 만드는 조련사

□ “1위 또는 2위가 되라.”143)

-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보통 수준의 기업이 들어설 여지는 결코 없다. 

성장률이 낮은 경영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내어 

참여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업에서 1위 또는 2위가 되고자 노력하는 기업만 

勝者가 될 수 있다. 즉, 유연하고 싼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1위 

또는 2위로 제공하는 기업이나 틈새시장에서 뚜렷한 기술적 우위를 지닌 

기업만 승리할 수 있다.” 

143)“Be number one or number two!”; 웰치는 이 어록에서처럼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함. 회사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른바 ‘하드(hard) 革新’의 기준이자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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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혹한 관리자로서 ‘중성자탄 잭’(Neutron Jack) 잭이라는 별명까지 얻음144)

- 사업은 ‘No. 1 or No.2 전략’으로, 사람은 ‘Vital Curve’로 지속적으로 

향상과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음

ㆍ업계 1, 2위가 되지 못하면 사업퇴출, 전체 조직원 중 하위 10%는 강제 정리

- 1984년 「포천」誌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경영자”라고 평가

□ 사업 進退의 중요성을 인식

- “몇몇 사람들은 내가 경쟁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경영자들의 임무 중 

하나는 공연한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히 누구도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없는 

安全地帶를 구축해야 한다. 구태여 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미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없다면, 退路를 찾아야 한다.” 

④ 大企業을 小企業처럼 - 矛盾經營(paradox management)

□ 웰치는 小企業 경영의 장점을 4가지로 설명

1) 小企業은 의사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2) 小企業은 더 빨리 움직인다. 그들은 시장에서 머뭇거릴 때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3) 小企業의 경영자는 회사경영의 청사진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업무 수행성과나 효과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

4) 小企業은 시간을 절약한다. 끊임없는 재검토, 승인, 정책, 서류작성 훈련 

등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 CEO 취임 직후 관료제의 온상인 本社 스태프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

- 400명에 달했던 본사 전략기획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사에 이관

□ 소프트 혁신의 비전으로 '3S'(Speed, Simplicity, Self-confidence; 신속함, 

144)중성자탄(中性子彈)이 폭발하면 건물의 골조만 남고 내용물은 모두 파괴 또는 소멸. 
웰치가 추진한 하드 혁신이 GE의 골격만 남기고 내부의 종업원들은 냉혹하게 
구조조정 한다는 차원에서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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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 자신감)를 제시

- “Aim for speed, simplicity, and self-confidence.”라는 語錄이 출발점

- “스피드가 최선이다. 경쟁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스피드다. 

스피드는 기업을, 그리고 사람을 젊음을 준다. 또한 스피드는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에너지를 불러넣어준다. 官僚主義의 폐단을 몰아내고 

시장개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준다. 

그리고 여러 부서 간의 障壁이나 관료주의자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스피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 “조직간 장벽(boundaries)을 없애라. 수직적인 장벽은 비교적 처리하기 

쉬운 표적물이지만 오히려 수평적인 장벽은 각 기능부문들 사이에 버티고 

있어 훨씬 처리하기가 힘들다.”

□ 3S를 위해 워크아웃(Work-Out) 프로그램을 활용

- “우리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보다 주의 

깊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회사 전체에 좀더 많은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

□ 열린 마음과 정보 공유 

- “분명 경영자란 타인에게 아주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영자의 아이디어가 부하직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능가해야 한다든가, 경영자가 부하직원들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경영자는 모든 사람에게 情報를 

共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회사는 직원들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實驗室이 되어야 하며, 성공한 

실험은 즉각 조직 전체에 퍼져야 함

ㆍ웰치는 知識傳播의 스피드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Best Practice, 

Work-Out, 벽 없는 조직'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

ㆍ조직은 “知識의 鎔鑛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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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아이디어를 찾으면 금요일에는 관련 직원 수백 명이 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영업이익률과 재고회전율 등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多樣性을 統合
- “만일 당신이 특정영역만 고수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타인들과 

공존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GE에 

속할 필요도 없다. 장벽을 없앤다면 우리가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모름지기 조직이란 형식에 

매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⑤ 最高의 利益을 위한 과감한 機會先占

□ “큰 跳躍을 향해 나아가라.”

- 웰치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M&A도 마다하지 않음

- 그의 목표는 단순히 GE를 끝없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과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

□ 放送ㆍ金融 등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진입으로 未來機會 선점, 시너지 창출

- 서비스, 기술산업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사업만을 남기고 아무리 유서 깊은 

사업이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과감히 처분

ㆍ入社시 회사의 주력이었던 전기사업부 출신이 아니어서 미련이나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웠음

- 1985년 RCA 인수로 방송사인 NBC를 장악, 방송사업 네트워크 구축

ㆍ방송사 인수 대가로 TV사업부를 매각했으며 당시 언론은 이를 “反애국적 

행위”라고 비판

-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금융사업을 高收益사업으로 지목하고 육성

ㆍGE캐피털은 제조업과의 産金시너지를 통해 21세기 GE그룹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

⑥ 人材養成에 最高價値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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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育成과 選擇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철학을 고수

- 취임 후 5년 동안 전체 직원의 4분의 1을 감원하면서 같은 시기에 

크로톤빌경영개발센터 개축에 7,500만 달러를 투자

- 웰치는 18,000명에 달하는 核心리더들을 크로톤빌에서 직접 만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

ㆍ「포천」誌는 크로톤빌을 “아메리카 株式會社의 하버드”라고 명명

- “나는 어떻게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모른다. 엔진을 만드는 

데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나는 NBC의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다.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나의 임무다.”

- “조직 구성원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고, 교육기법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미래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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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카싱(李嘉誠, Li Ka-Shing, 리자청은 광둥어) 
1928~,  홍콩

1. 基本事項
□ 略歷 

- 1928, 광둥(廣東)에서 소학교 교장의 아들로 출생

- 1940, 일본의 중국 침략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 홍콩으로 이주

- 1941, 13세 때 부친이 폐병으로 별세하면서 골목 완구상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

- 22세, 완구와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창장(長江)플라스틱공사 설립

- 1960, 부동산 투자 개시

- 1972, 장강실업그룹 주식 25% 상장, 3100만 달러 수입 획득

- 1979, 영국 자본 허치슨 왐포아(Hutchison Whampoa) 지분 인수

- 2000,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騎士爵位 수여

□ 時代的 背景 
-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잠시 불안했던 홍콩의 지위가 1950년 영국의 

중국 승인, 1963년 중국의 홍콩 및 마카오 현상유지 정책의 발표로 안정

- 영국의 自由放任 經濟政策의 보장 하에서 초기 정치적 불안, 경제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經濟都市로 급성장

- 리카싱은 중국인의 상술을 발휘 홍콩 성장의 一等功臣

□ 成長 過程 
-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일찍부터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상업에 대한 감각을 키움

-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고 영어 공부에도 열중하는 등 지극한 성실성을 

인정받아, 판매원으로 일하던 완구상 공장의 공장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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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業績 
- 전 세계 華僑네트워크에서 神話로 추앙받는 홍콩의 사업가

ㆍ「포브스」誌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 10인(The 10 

Most Powerful Billionaires) 중에서 5위를 차지145)

- 그의 회사는 세계 41개국에 진출, 홍콩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3%를 점유 

□ 後代에 미친 影響 
- 華商의 巨頭로서 인간관계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독특한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통해 이상적 기업인상 제시

- 홍콩 반환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리카싱을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리더로 인정하고 협력과 자문을 요청

ㆍ그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 

 

2. 리더십 特性
① 誠實性과 愚直함

□ 선천적 재능이나 비상한 두뇌보다는 후천적 노력과 성실성, 호기심을 중시

- 처음 완구상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일 배우는 속도가 늦어 다른 사람 

8시간 일할 때 혼자서 16시간씩 일하며 책임량을 달성했다고 회고

 ㆍ그러한 성실성이 눈에 띄어 공장장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잡음

- 선천적 두뇌보다는 꾸준한 知的 好奇心을 높이 평가

ㆍ“지적 호기심과 선천적인 재능은 電車와 牛馬車에 비교할 수 있다. 

우마차는 소의 힘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를 가고 나면 더 이상 전진하기 

힘들지만 전동차는 전기로 충전되면 얼마든지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45)Forbes, 2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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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더는 부하의 과오를 지우는 지우개

□ 부하의 실수를 감싸주고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

- “내 직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 내가 지우개 역할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해왔다.“

ㆍ“아무리 실수를 하는 직원들이라도 나는 그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 

사람의 자존심은 얼음과 같이 섬세한 것이어서 한 사람의 말에도 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물건을 팔기 위해 고객을 만날 때도 일보다는 상대를 인간적으로 사귀는 

데 열중

ㆍ일단 친분이 생기면 일은 저절로 풀린다는 情과 관계 중시 철학

ㆍ“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禮遇를 갖춘다.”

□ 주변 사람들에 베푼 陰德이 運으로 돌아온다는 철학을 평생 간직

- 젊었을 때의 업적은 100%가 자기 노력의 결과이지만, 원숙기에 

들어서서는 그 동안 베푼 음덕이 되돌아오는 운이 80%를 차지

- 평생 얼마나 많은 음덕을 베풀었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의 승패 좌우 

③ '長江'을 추구하되 '支流'의 흐름을 꺼리지 않음

□ '長江'이라는 상호를 쓸 때부터 위대한 中華民族의 기상과 전진을 표방

- 창업비용 7천 달러의 소규모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雄大한 비전을 가슴에 품음

ㆍ그러나 “長江은 支流를 꺼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철학 아래 일시적 

득실보다는 장기적 이익,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

- 홍콩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960년부터 대량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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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964～1967년간 홍콩 부동산이 대폭락했으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부동산 

호황을 확신

ㆍ1972년 35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연간 390만 달러의 수익을 획득

□ 불안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배짱을 발휘, 항만사업, 

이동통신 사업에서 빠르게 세계적 강자로 부상

- 1994년 이래 홍콩에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초현대식 대규모 부두 

시설을 구축

ㆍ동시에 중국 남부 전역에 보조항을 개발해 얕은 수로를 오가는 

소형선박들의 운송능력 활용을 극대화

- 천안문사태(天安門事態)가 일어난 지 1년도 안 된 1990년 상하이 市長의 

요구에 부응, 항만사업에 과감하게 투자

ㆍ상하이 시는 선박의 접안에 최장 1주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리카싱의 5억 

달러 규모 투자에 의해 換骨奪胎
ㆍ선박이 접안해 하역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데 7시간이면 충분

□ 모든 항만을 정부가 소유하는 미국 시장에 대응하여 멕시코, 파나마 항만 

등에 집중 투자

- 미국에서 항만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나 리카싱이 처리하는 화물의 80%가 

미국을 목적지로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FTA146) 국가인 멕시코와 파나마 등에 

대대적인 항만시설 투자

ㆍ멕시코에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NAFTA에 의해 무관세 통과

ㆍ長江은 앞길이 막히면 우회하는 支流를 통해 목적지를 지향

- 미국인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보다 리카싱이 쏟아놓는 값싼 중국제품이 

더욱 위협적이라고 평가

146)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992년 12월 
조인, 1994년 1월에 발표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 10～15년에 걸쳐 
가입국 간의 관세 폐지, 100% 과실송금, 금융관련 투자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북미자유무역권 조성 협정.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경제권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