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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리더와 人材의 중요성

□ 人材 爭奪戰(War for Talent)과 失業 蔓延이 共存하는 시대

□ 올바른 人材像의 설정과 이를 향한 꾸준한 노력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

GE 人材像의 변화

과거: 안정적 경영환경 향후: 환경 격변기(4E)

 - Plan(정교한 계획)

 - Organize(조직화)

 - Integration(통합화)

 - Manage(성과관리)

 - Energy(열정과 에너지)

 - Energize(동기부여능력)

 - Edge(집중ㆍ결단, 최고 지향)

 - Execution(실행력)

Ⅱ. 왜 歷史的 리더인가?

□ 歷史로부터 敎訓을 찾는 까닭은 歷史의 反復性 때문

□ 21세기에 요구되는 人材像은 東西古今의 리더의 모습과 一脈相通

① 21세기 經營環境은 역사상 亂世와 유사

□ 오늘날 기업이 바라는 人材는 平和時의 官僚的인 會社人間보다는 亂世의 

英雄에 가까움

□ 과거 난세를 극복한 역사적 리더들은 21세기 리더 및 人材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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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歷史的 리더는 未來를 想像, 設計
□ 역사적 리더들은 100〜1,0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 선택

￭ 칭기즈칸은 오늘날의 '地球村'을 개막

￭ 장보고는 新羅시대에 ‘東北亞 허브(hub)’를 구축

□ 시대를 앞서간 리더들의 업적은 當代는 물론, 오늘날까지 현대생활의 기본 

바탕을 마련

￭ 알렉산더 大王은 西洋文明의 2대 원류인 헬레니즘 문명을 형성

￭ 진시황은 수천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統一中國을 설계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 나폴레옹 法典은 근대국가 民法의 기초

￭ 비스마르크 宰相은 천년 동안 분열되었던 獨逸을 통일

￭ 드골은 ‘유럽聯合’의 이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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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세기 人材의 요건

1. 21세기 環境適應 能力
□ 21세기는 大變革의 時期

□ 냉엄한 適者生存의 原則이 작동하며 世界一流만 생존

□ 21세기의 變化를 읽는 5가지 키워드

① 비전의 시대: 受動的 未來→ 能動的 비전

② 核心力量의 시대: 劃一的 경쟁력→ 個性 있는 경쟁력

③ 스피드의 시대: 규모(size)→ 속도(speed)

④ 情報의 시대: 물리력(atomic power)→ 情報力(bit power)

⑤ 相生의 시대: win-lose→ win-win (zero-sum→ positive-sum 게임)

 21세기의 흐름과 適應能力
21C 키워드 전략적 특성(strategic traits)

비전의 시대  ① 事物을 꿰뚫어 보는 直觀力을 길러라 

核心力量의 시대  ② 無限探究의 學習熱로 專門性을 축적하라 

스피드 시대  ③ 스피드를 통해 機會를 先占하라

정보의 시대  ④ 넓고 깊은 情報네트워크를 구축하라

相生의 시대  ⑤ 相生的이고 大乘的인 勝敗觀을 지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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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物을 꿰뚫어 보는 直觀力을 길러라

□ 분석에 입각한 危險回避的 의사결정을 넘어 直觀과 通察에 의거한 과감한 

위험감수를 통해 기회를 선점

￭ 록펠러: 硫黃石油에 투자하여 석유산업을 장악

￭ 영락제(永樂帝): 한눈에 정화(鄭和)의 인물됨을 간파, 重用
② 無限探究의 學習熱로 專門性을 축적하라

□ 엄청난 學習熱을 가지고 관심분야를 넓고 깊게 탐구하여 자기만의 秘藏의 

武器를 연마

□ 자신만의 核心力量을 갖추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여 

유관분야와 시너지를 창출

￭ 세종대왕과 集賢殿 
￭ 강희제: 實證을 통한 심층학습 

￭ 정화(鄭和): 조선술, 항해술의 혁신

￭ 이순신 將軍: 火藥에 정통

￭ 도고 提督: 魚雷, 機雷를 최초로 도입 

③ 스피드를 통해 機會를 先占하라

□ 混沌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남보다 한발 앞서 機會를 先占

￭ 20세기의 대표적 전략사상가인 리델 하트(Liddell Hart)

￭ 칭기즈칸: 스피드로 세계 3분의 1을 지배

￭ 구데리안: 전격전(電擊戰) 전략

￭ 시저: 속도전으로 적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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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넓고 깊은 情報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정보화시대가 아니던 과거에도 탁월한 전략가들은 情報戰의 중요성을 강조

□ 情報化시대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심도 있는(wide and deep) 

해석을 위한 情報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 나폴레옹: 전투직전 말(馬)을 타고 자신의 눈으로 敵진영을 정찰

￭ 칭기즈칸: 情報를 장악, 情報戰을 전개

⑤ 相生的이고 大乘的인 勝敗觀을 지녀라

□ 완벽한 승리보다는 절반의 승리를 통해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아량과 공존을 

추구하는 大乘的 스케일을 유지

□ 패배를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

￭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5부(分) 승리론 

￭ 링컨: 남북전쟁 승리 후에도 보복 위주의 강경책을 거부

￭ 강희제: 滿洲族-漢族 간 民族統合에 주력

￭ 요시다: 깨끗하게 짐으로써 완전한 승리 획득 

￭ 웰치: 어머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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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가 되기 위한 努力
리더가 되기 위한 努力

資  質
使命感  ① 리더의 責務를 느끼고 率先垂範하라

心中 
傳達  ② 탁월한 意思疏通 테크닉으로 동료들과 共鳴하라

人材 
養成  ③ 未來를 함께 할 核心人材들과 사귀라

名分 
確保  ④ 동료들에게는 利益을 주고 자신은 꿈을 가꾸어라

① 리더의 責務를 느끼고 率先垂範하라

□ 많은 리더들은 타고난 영웅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재탄생

￭ 강희제: 하루 1만 건의 보고서를 결재(일일만기, 一日萬機)

￭ 세종대왕: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

② 탁월한 意思疏通 테크닉으로 동료들과 共鳴하라

□ 위대한 리더는 대부분 위대한 演說家라 할 만큼 자신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전달

￭ 처칠 首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政治演說家
￭ 링컨: 才致와 餘裕로 대화 주도권 장악

￭ 이순신: 절망적 상황에서도 병사의 士氣를 고취하는 호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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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未來를 함께 할 核心人材들과 사귀라

□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할 핵심인재와 좋은 관계를 맺어 미래를 준비

￭ 칭기즈칸의 핵심인재: 너커르, 안다, 四駿馬, 四狗 등

￭ 도쿠가와 이에야스: 家臣이 최고의 보배

④ 동료들에게는 利益을 주고 자신은 꿈을 가꾸어라

□ 리더는 커다란 비전과 꿈을 추구하고 작은 이익은 동료들에게 양도

￭ 알렉산더 大王: 정복지 노획물을 신하들에게 모두 배분

￭ 리카싱(李嘉誠): “리더는 부하의 과오를 지워주는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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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組織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
組織人으로서의 資質

資  質
性格  ① 자신의 弱點을 長點으로 昇華시켜라

價値觀  ② 理念論爭을 넘어 實事求是를 추구하라

對人關係  ③ 人間味와 道德性을 갖춰 ‘運’ 좋은 인물이 되라

犧牲精神  ④ 大義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犧牲하라

① 자신의 弱點을 長點으로 昇華시켜라

□ 자신의 弱點을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난관돌파의 의지 

￭ 처칠 首相의 性格 改造 
￭ 나폴레옹의 성격 개조 

② 理念論爭을 넘어 實事求是를 추구하라

□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기존의 先入見이나 理念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주의적 

視覺을 견지

￭ 요시다 수상: 철저한 實利主義 정치인

￭ 이케다: “政治의 季節에서 經濟의 季節로”

￭ 증국번: 反淸理念보다 기존질서 내에서 實益 우선

￭ 덩샤오핑: 이념 논쟁을 넘어 實用主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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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人間味와 道德性을 갖춰 ‘運’ 좋은 인물이 되라

□ 정직과 신뢰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겸비

□ 타인을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

￭ 도고 提督은 '運‘이 좋은 인물

￭ 세종대왕: 겸손과 자기반성

￭ 리카싱의 幸運論 
④ 大義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犧牲하라

□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組織의 要求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불평 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

￭ 조조: 황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

￭ 넬슨 제독은 심각한 부상을 견디며 軍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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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 당부 사항

① 리더처럼 말하고 리더처럼 行動하라

□ CEO들은 명령에 충실한 ‘부하’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작은 CEO’를 희망

￭ 칭기즈칸: 친위 특수부대인 ‘케식텐’을 양성

□ 리더십은 少數의 선택받은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특성

② 組織과의 融和를 위해 노력하라

□ 人材와 조직과의 宮合(match)이 중요해지는 추세

□ 조직과의 융화를 위해 업무능력뿐 아니라 자신만의 魅力을 구축

③ 인생을 길게 보고 勝負하라

□ 단기적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인생목표를 설계

□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

￭ 덩샤오핑: 치명적 失脚에서 부활한 信念의 정치인

￭ 도쿠가와 이에야스 : 은근과 끈기 - “기다림”의 리더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