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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西古今의 위대한 리더 32人의 공통적 特性들을 찾아보고

   여기서 現代 人材像에 적용될 수 있는 德目을 도출

 
21세기 環境適應 能力

① 事物을 꿰뚫어 보는 直觀力을 길러라

② 無限探究의 學習熱로 專門性을 축적하라

③ 스피드를 통해 機會를 先占하라

④ 넓고 깊은 情報네트워크를 구축하라

⑤ 相生的이고 大乘的인 勝敗觀을 지녀라

리더가 되기 위한 努力
① 리더의 責務를 느끼고 率先垂範하라

② 탁월한 意思疏通 테크닉으로 동료들과 共鳴하라

③ 未來를 함께 할 核心人材들과 사귀라

④ 동료들에게는 利益을 주고 자신은 꿈을 가꾸어라

組織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
① 자신의 弱點을 長點으로 昇華시켜라

② 理念論爭을 넘어 實事求是를 추구하라

③ 人間味와 道德性을 갖춰 ‘運’ 좋은 인물이 되라

④ 大義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犧牲하라

당부 사항

① 리더처럼 말하고 리더처럼 行動하라

② 組織과의 融和를 위해 노력하라

③ 인생을 길게 보고 勝負하라

要 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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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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人在)은 많으나 정말 필요한 사람(人材)은 부족

- 이태백, 캥거루族 등과 核心人材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

ㆍ젊은 시절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격차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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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人材像은 최근 크게 변화 중

ㆍGE의 前 CEO 웰치의 人材像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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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人材像이 이처럼 빨리 변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의 미래준비는 

답보상태

ㆍ젊은이들은 현재 기업의 人材像을 추종하기보다는 10〜2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 人材像을 스스로 설계해야 함

   → 人材像이란 인생의 航路를 인도해줄 羅針盤과 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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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왜 歷史的 리더인가?

□ 歷史로부터 敎訓을 찾는 까닭은 歷史의 反復性 때문

- 토인비(Toynbee)는 20세기초에 일어난 두 차례 世界大戰이 2500년 前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몹시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 그로 인해 名著인 ‘歷史의 硏究(Study of History)’를 남김

※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부를 이루는 반도를 말함. 이 전쟁은 BC 

431∼404년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자의 동맹도시들과 

연대하여 벌인 전쟁으로,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남.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삼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간에 일어났음. 

-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과 

독일, 이태리, 일본의 동맹국(同盟國) 간에 일어났음.

□ 21세기에 요구되는 人材像은 東西古今의 리더의 모습과 一脈相通
- 리더십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時代的 變因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普遍性을 지님

- 또한 격변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적 리더들은 오늘날의 CEO와 

문제의식을 공유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근본적인 

마음가짐(mind-set)과 철학은 連綿히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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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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를 흘리는 전쟁이나 내란은 대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총성 없는 

經濟戰爭이 과거 春秋戰國時代를 방불케 함

- 안정적 시대의 分析的 人材보다는 격변기에 큰 변화를 주도한 

革新的․直觀的 人材의 가치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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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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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은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던 때, 누구보다 앞서 미래를 先見하고 

올바른 方向을 제시

￭ 칭기즈칸은 오늘날의 '地球村' 성립의 서막을 연 인물

-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중세의 GATT 체제에 해당)

- 800년 전에 이미 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구축(오늘날의 

internet에 해당)

￭ 장보고는 이미 新羅시대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東北亞 
허브(hub)’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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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앞서간 리더들의 업적은 當代는 물론, 오늘날까지 현대생활의 기본 

바탕을 마련

￭ 알렉산더 大王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들을 

융합하여 헬레니즘1) 문명을 형성하고, 이는 기독교(헤브라이즘, 

Hebraism)와 함께 西洋文明의 2대 원류가 됨

￭ 진시황은 수천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統一中國을 설계

- 중국 대륙을 통일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同文同軌(문자통일, 도로통일)를 

추진

￭ 세종대왕의 한글은 현재 한국의 公式言語이며, 나폴레옹 法典은 

프랑스뿐 아니라 많은 근대국가 民法의 기초

￭ 비스마르크 宰相은 철혈정책(鐵血政策)을 통해 중세 이래 천 년 간 

분열되었던 獨逸을 통일

￭ 드골은 유럽인에 의한 유럽정책을 지향하여 ‘유럽聯合’의 이념을 

제시하고 냉전 이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

1) 헬레니즘(Hellenism): 古代 그리스 종말로부터 로마시대 성립까지의 시기에 그리스 
고유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그리스 문화·사상·정신·예술 등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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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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이 급변하고 經營의 게임法則(Rule of Game)이 根本的으로 변화하는 

‘板을 새로 짜는’ 시기

→ 역사를 平和時와 亂世로 구분한다면 지금의 세기초는 亂世

□ 냉엄한 適者生存의 原則이 작동하며 世界一流만 생존

- 머리 좋고 힘센 種이 아니라 環境에 適應하는 種이 生存
 ㆍ자기만의 독보적인 영역에서 세계일류가 되어야 함 

- 자기특유의 强點, 核心力量이 없는 個人이나 企業은 경쟁에서 도태

□ 21세기의 變化를 읽는 5가지 키워드

- 단절적 변화시기는 미래의 수동적 예측보다는 意志와 想像力으로

  ① 비전을 창출해야 함 

-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3種 神技’로서

  ② 자신만의 核心力量 
  ③ 競爭者를 압도하는 스피드 

  ④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한 情報力量이 필요

- 적을 파멸시키는 일방적 승리보다

  ⑤ 相生의 勝敗觀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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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전의 시대: 受動的 未來→ 能動的 비전

- 먹고 살기보다는, 꿈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시대

- 손에 잡히는 생생한 비전이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끌어내는 최고의 

動機附與 수단

② 核心力量의 시대: 劃一的 경쟁력→ 個性 있는 경쟁력

- 자신의 강약점과 환경을 감안한 ‘나만의 秘藏의 武器’가 필요

- 짐 콜린스는 명저 「Good to Great」2)에서 “자신이 세계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한, 자기만의 니치를 추구하라”고 권고

- 새로운 영역(domain)의 발굴, 새로운 경쟁전략의 개발, 게임法則 자체의 

혁신 등 창의성 발휘

③ 스피드의 시대: 규모(size)→ 속도(speed)

- 경쟁력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변화→ 작고 빠른 것이 크고 느린 것을 壓倒
ㆍ新기술, 新상품 先占을 위한 速度 戰爭(光速의 時代)

- 과거 성공의 결과인 현재의 規模나 支配力은, 추격자의 기민한 기회선점과 

新경쟁력 확보에 의해 일시에 無力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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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情報의 획득․이해․전파가 결정적 승패의 관건

- 디지털기술의 진전으로 정보의 量보다 정보처리의 質이 중요

ㆍ방대한 정보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focusing),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interpreting)가 중요

- 단순히 읽는 차원을 넘어 情報의 행간을 꿰뚫어 보는 知慧가 필요

2) 한국어 번역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김영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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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相生의 시대: win-lose→ win-win (zero-sum→ positive-sum 게임)

- 경쟁자를 破滅시키는 승리보다는 경쟁자와 相生을 도모하는 경향이 보편화

ㆍ완벽한 승리보다는 折半의 승리, 경쟁 일변도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조화(co-opetition) 등이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

人材의 戰略的 資質
□ 기업은 21세기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戰略的 人材를 

기대

- 21세기 키워드에 상응하는 人材 특성을 도출해보면, 역사상 위대한 리더 

대부분도 유사한 특성을 보유

- 現시대가 激變期로서 역사적 리더들이 활동하던 亂世와 유사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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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위주의 低위험/低수익(low-risk/low-return) 전략으로는 격변기의 

기회포착에서 실패

- 과감한 결단을 통한 위험감수로 결정적 순간에 경쟁자를 제압

- 직관과 통찰에 의한 결단은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결과이며 무모한 

결정과는 질적으로 다름

￭ 록펠러: 硫黃石油에 투자하여 석유산업을 장악

- 유황성분이 많은 低級油의 개발 가능성을 통찰하고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미국 석유산업의 지배권을 장악

- 기존 펜실베니아 원유 생산이 저조해져가는 상황에서, 오하이오에서 

유황성분이 섞인 유전이 발견됨

ㆍ유황석유는 등불을 까맣게 만들고 기계고장을 야기했으며 악취가 진동

- 록펠러는 회사 내외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재산 300만 달러를 

투입, 오하이오 유전개발권을 확보

- 이후 스탠더드社의 연구개발진은 원유에서 유황성분을 제거하여 

구리산화물로 전환하는 특허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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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제(永樂帝): 한눈에 정화(鄭和)의 인물됨을 간파, 重用
- 정화는 7차례에 걸친 南海遠征을 통해 쿡 선장보다 300년 앞서 호주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유럽보다 100년 앞서 발견하는 등 ‘바다의 

실크로드’를 개척

- 영락제는 당시 中華思想에 매몰된 정통관료 출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과업이라는 판단 아래 환관(宦官) 출신인 정화를 과감히 발탁

- 정화는 이슬람교도이면서 불교에도 귀의, 종교적 관용을 가지고 남방의 

여러 나라와 교섭하는 데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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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정열을 바탕으로 평생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우는 熱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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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분야와 시너지를 창출

- 적어도 자기분야만큼은 최고수준의 知識을 쌓아야 하고 專攻分野 外에 

유관분야에도 정통해야 함

ㆍ經營學徒도 技術을 알아야 하고, 工學徒도 經營을 알아야 함

- 남들이 아는 수준의 일반적인 常識만으로는 競爭力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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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과 集賢殿 
- 세종은 어문․음악․행정․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끝없는 연구개발을 지속

ㆍ젊었을 때부터 好學熱이 과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

ㆍ한글創制도 단순히 後見人(프로젝트 스폰서)을 넘어 핵심 팀원으로 

참가하여 작업을 진두지휘

- 세종은 당시 王의 교육기관인 경연(經筵)이 자신의 지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를 확대개편, 집현전을 설치

￭ 강희제: 實證을 통한 심층학습 

- “귀동냥으로, 또는 책장을 넘기다 언뜻 보고 무엇을 안다고 하면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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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보고 빛이 충분치 않음을 확인

￭ 정화(鄭和): 조선술, 항해술의 혁신

- 당시 발달한 중국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활용해 세계최강의 해군을 육성

ㆍ최대 정크선은 전장이 150m, 너비가 60m, 무게 8000톤급으로 

1,000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는 당시 세계최대 규모(콜럼버스의 

니나號보다 12배, 타이타닉號는 270m)

- 최신 조선기술인 수밀구획(水密區劃, 선박내부를 칸막이로 구분)을 

설치하는 등 당시 유럽 범선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

ㆍ또한 양면으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사각 돛으로 역주성능이 탁월

- 이러한 함선 60여 척과 병력 27,000명을 이끌고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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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將軍: 火藥에 정통

- 이순신은 화약에 정통하여 황자총통(黃字銃筒), 지자총통(地字銃筒), 

천자총통(天字銃筒) 등을 개량해 거북선 및 판옥선에 배치

- 陸戰에서만 사용되던 戰術인 ‘학익진(鶴翼陣)’을 海戰에 응용, 대포의 

火力을 최대한 활용하여 23戰 23勝의 성과를 거둠

￭ 도고 提督: 魚雷, 機雷를 최초로 도입 

-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은 러일전쟁 때 丁자 기동을 

통해 발틱艦隊를 격파

ㆍ丁자 기동은 도고가 평소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의 鶴翼陣을 개량한 전술

- 쓰시마 해전에서 魚雷, 機雷를 최초로 도입

ㆍ당시 각국 해군은 1만 톤급의 거대 전함과 순양함 건조에 열중

ㆍ도고는 어뢰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가치에 착안, 자이로스코프로 방향을 

유지하는 自家推進式 어뢰를 도입, 러시아 함대의 기함과 주력 전함을 

어뢰로 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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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스피드를 통해 機會를 先占하라

□ 混沌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남보다 한발 앞서 機會를 先占
- 역사적으로 탁월한 군사적 리더들은 거의 예외 없이 스피드와 기동성을 

통해 기선을 제압

- 마찬가지로 企業經營에서도 스피드가 승패의 핵심 관건

￭ 20세기의 대표적 전략사상가인 리델 하트(Liddell 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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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세 인물로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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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끊임없는 군대의 기동성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칭기즈칸: 스피드로 세계 3분의 1을 지배

- 병사 한 명당 4〜5마리의 말을 지급, 1시간마다 바꿔 탐

ㆍ폴란드 공격 시에는 눈 덮인 지역 300km를 3일 만에 돌파 

ㆍ칭기즈칸의 첫째아들 주치의 죽음을 알리는데 킵차크韓國(지금의 키예프, 

모스코바 지역)에서 수도 카라코룸(Kharakorum)까지 4,000km를 열흘에 

주파

- 세계최초의 軍用移動食糧인 ‘보르츠’를 개발

ㆍ중간보급을 받을 곳이 마땅찮은 대초원을 수천km씩 달려야 했던 

몽골기마군단은 '보르츠'라는 이동식량을 개발

ㆍ매년 가을 소나 양을 잡아 뼈를 발라낸 뒤 육포를 떠서 3∼4개월 간 

말린 뒤 가루로 빻은 것(무게는 3∼4kg)

- 병사들은 보르츠를 넣은 방광을 두 개씩 휴대해 다니다가 더운 물에 조금씩 

풀어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소 한 마리가 1년 치 식량)

￭ 구데리안: 전격전(電擊戰) 전략

- 電擊戰(blitzkrieg): 공군의 지원 아래, 戰車가 주축이 된 機械化部隊가 

적의 제l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 깊숙이 진격함으로써 적을 兩斷시키고, 

후속 보병부대가 양단된 적 부대를 각개 격파하는 전법

ㆍ전격전 모델은 이후 모든 탱크를 이용한 전술의 교과서가 되었음

- 전격전으로 2차대전 시 철옹성(鐵甕城)을 자랑하던 프랑스의 마지노線을 

4일 만에 돌파(1차대전 당시는 4년이 소요)

ㆍ초고속 진격을 통한 적의 후방교란, 통신두절, 지휘부 포획 등으로 

프랑스 전군을 마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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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하게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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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속도전으로 적을 격파

- ‘필라(pila)’라는 두 개의 投槍과 ‘글래디엄(gladium)'이라는 短劍으로 

그리스軍을 재빨리 공격

ㆍ투창을 던져 적 보병의 방패에 꽂아 그 무게로 방패를 끌어내려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적군에게 신속하게 다가가 단검으로 육탄전을 전개

- 밀집대형을 중시한 그리스軍은 사리사(Sarisa)라는 장창을 들고 ‘고슴도치 

대형’을 유지

ㆍ밀집대형 유지가 곤란한 지형에서는 기동성을 잃고 심각한 약점을 노출

④ 넓고 깊은 情報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정보화시대가 아니던 과거에도 탁월한 전략가들은 情報戰의 중요성을 강조

- 역사적 名將들은 임기응변이나 즉흥적 전술보다는, 치밀하게 구성된 사전 

각본에 의한 ‘준비된 전투’를 선호

- 전쟁이나 혁명 같은 격변기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가치가 

급상승

- 정보기술이 부족하던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ㆍ치열한 스파이戰은 수천 년 간 핵심적인 戰術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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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위한 情報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 모든 정보소스에 실시간(real-time)으로 연결

- 정보를 공유․가공․창출할 수 있는 人的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증대

ㆍknow-how에서 know-where를 지나 이제 know-whom의 시대

-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early adapter로서 기술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活用者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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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전투직전 말(馬)을 타고 자신의 눈으로 敵진영을 정찰

- 나폴레옹은 또한 말을 타고 다니며 敵陣을 직접 정찰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에 입각한 전술을 구사

ㆍ參謀의 보고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판단

- 워털루 戰鬪에서 영국군 사령관인 웰링턴은 “나폴레옹 한 사람이 진영에 

나타나면, 그 즉시 4만 명의 병력에 해당하는 전력이 증강된다.”고 평가

- 나폴레옹은 鉛筆의 early adapter 

ㆍ나폴레옹은 당시 갓 발명된 연필을 野戰用 필기구로 활용, 장교들은 

연필을 가슴에 달고 다니며 수시로 戰況을 보고

ㆍ당시의 연필은 오늘날의 노트북 또는 PDA에 해당

ㆍ정확하고 빠른 지시전달 및 기록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 작전능력 개선에 큰 기여

￭ 칭기즈칸: 情報를 장악, 情報戰을 전개

- 세계최초의 情報通信網인 ‘역참(驛站)ㆍ역전(驛傳)’ 제도를 운용

ㆍ40km마다 驛을 세우고 말, 軍糧, 장비, 관리인을 비치하여 고려〜러시아 

모스크바공국까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연결

ㆍ워싱턴포스트紙는 “오늘날의 인터넷보다 700년이나 앞서 국제통신망을 

건설한 것”으로 평가

- 역참들 사이에는 파발(擺撥)들이 거주하며 정보를 전달

ㆍ통상 5km마다 30〜40호 규모의 마을을 두고 파발꾼들이 거주, 릴레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ㆍ파발의 통행증(패자, 牌子)은 제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여권이자 비자이며 

앞을 가로막는 경우 목숨을 취할 수 있는 生死與奪權을 부여

ㆍ말이 달릴 수 없는 곳에는 송골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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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서는 情報戰과 心理戰을 전개

ㆍ공격하기 전에 거주민, 상인, 여행자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획득한 후에 작전회의를 열어 공격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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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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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승리는 我軍의 傲慢과 안일, 적군의 복수심을 

낳아 장기적으로 부작용 초래

- 특히 경제전쟁에서 적의 완전한 제압이나 제거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의 구축이 지속가능한 전략

□ 패배를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

- 전황이 불리할 때는 미련을 버리고 오늘의 패배를 교훈 삼아 내일의 

싸움을 준비

- 패배를 승복하지 않을 경우, 패배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고 미래를 위한 

교훈도 얻을 수 없음

￭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5부(分) 승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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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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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남북전쟁 승리 후에도 보복 위주의 강경책을 거부

- 남군, 북군 모두 합중국의 형제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勝者獨食 방식의 남부통치를 거부

- 북부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부 각주 유권자의 10％만 연방정부에 

충성을 서약해도 자주적인 주정부의 설립을 승인한다는 ‘10%案’을 관철 

￭ 강희제: 滿洲族-漢族 간 民族統合에 주력

- 大中華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만한전석(滿漢全席)이라는 대연회를 열고 

만주족 출신과 한족 출신 관료들을 함께 초청하여 민족통합의 이벤트 개최

ㆍ서로 이질적인 만주족 먹을거리인 滿食과 한족의 먹을거리인 漢食을 

전부 한 데 모으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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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족을 통치 

￭ 요시다: 깨끗하게 짐으로써 완전한 승리 획득 

-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은 스즈키(鈴木) 前 수상의 “깨끗하게 

지라”는 조언을 평생 실천

- 194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근소한 차로 패배했으나 1당인 사회당도 

과반수에 미달, 연립내각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이 정권을 양도

- 사회당 내각의 극심한 혼란으로 2년도 안 되어 2차 요시다 내각 성립 → 

“깨끗하게 짐”으로써 완전한 승리 획득

￭ 웰치: 어머니의 교훈 

- 고등학교 시절, 아이스하키 게임에서 패배한 후 어머니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음

- 어머니 그레이스 웰치는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 또한 알 수 없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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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가 되기 위한 努力
□ 21세기 리더가 되기 위해서

- 시대의 흐름에 대한 使命感을 가지고 

- 자신의 意中을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傳達해야 하며

- 자신의 뜻을 펼쳐줄 核心人材를 사귀고

- 동료들에게는 利益을, 자신은 名分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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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영웅이나 성왕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훌륭한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영웅이 되고 성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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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제: 하루 1만 건의 보고서를 결재(일일만기, 一日萬機)

- “한 가지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고, 한 순간을 

부지런하지 않으면 천대․백대에 우환을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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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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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피는 데 다 쏟아부었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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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잠시도 게으르지 않았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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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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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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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려운 시기에 단합을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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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칠 首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政治演說家
- 1940년 6월 4일 라디오로 방송된 의회연설에서 對獨抗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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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의지를 확신하고 參戰을 결정

- 반갑지 않은 소식도 솔직하게 전달

ㆍ처칠 首相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림

ㆍ“내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뿐이다.”3)

￭ 이순신: 절망적 상황에서도 병사의 士氣를 고취하는 호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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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두고, 

전투력의 절대열세를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병들의 전투의지 

분발과 결사구국(決死救國)의 각오로 고취

￭ 링컨: 才致와 餘裕로 대화 주도권 장악

- 1858년 상원의원 출마 시, 경쟁자인 더글러스(Douglas)와 논쟁

ㆍ더글러스가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링컨 씨는 지난날 식품가게를 

경영하면서 술을 팔았습니다. 금주 시대에 술을 판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상원의원이 되겠다니, 어디 말이나 됩니까?”라고 비방 

ㆍ링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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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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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견 발표장에서 더글러스가 다시 링컨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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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서는 안 됩니다.”

ㆍ이에 링컨은 “여러분, 지금 더글러스 씨는 저에게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하필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겠습니까?”라고 

대응

③ 未來를 함께 할 核心人材들과 사귀라

□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할 핵심인재와 좋은 관계를 맺어 미래를 준비

- 가치관(shared value)의 계승: 자신의 철학, 핵심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이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인맥을 형성

￭ 칭기즈칸의 핵심인재: 너커르, 안다, 四駿馬, 四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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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자식이 백 명을 넘음

- 사준마(四駿馬): 칭기즈칸의 주변에 포진하여 핵심정책을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지원집단(보오르추, 모칼리, 칠라운, 보로콜) 

- 사구(四狗): 칭기즈칸의 충성스런 부하였던 4명의 장수(쿠빌라이, 

수베에테이, 젤메, 제베)

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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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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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가와 이에야스: 家臣이 최고의 보배

- 인질생활 시절, 끝까지 충성을 바친 家臣들에게 감동, “家臣이 최고의 

보배”라는 신념을 간직

- 볼모로 잡혀 지내던 13세의 이에야스가 우연히 자신의 영지를 방문했을 

때,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도 가신들은 비축해둔 돈, 식량, 무기를 

보여주며 무사히 성장할 것만을 당부

④ 동료들에게는 利益을 주고 자신은 꿈을 가꾸어라

□ 리더는 커다란 비전과 꿈을 추구하고 작은 이익은 동료들에게 양도

- 쉬운 일은 동료에게, 어려운 일은 리더가 맡으며 공은 동료에게, 책임은 

리더 스스로가 짐

- 동료의 성취동기를 자극하되, 과오에 대해 벌주기보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줌으로써 도전정신과 잠재력 발휘를 고취

￭ 알렉산더 大王: 정복지 노획물을 신하들에게 모두 배분

- 征服地의 모든 실리와 왕실 재산을 신하들에게 아낌없이 배분하고 자기 

것은 챙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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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보다는 未知의 새로운 세계에의 탐험추구라는 理想과 비전을 중시

￭ 리카싱(李嘉誠): “리더는 부하의 과오를 지워주는 지우개”

- 홍콩의 거부인 리카싱은 부하의 실수를 감싸주고 再挑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

- “내 직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 내가 지우개 역할이 되어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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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組織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
□ 人材는 개인으로서는 물론, 組織人으로서 능력발휘가 요구

- 아무리 탁월한 전략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올바른 哲學과 人間性의 기초 

없이는 오히려 害惡
- 개인이 탁월해도 조직과 융화되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忠誠心이 결여되는 

경우도 문제가 심각

- 올바른 組織人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 뛰어난 企業人材로서 능동적 

가치창출이 가능 

組織人으로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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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성격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으며 좋은 性格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

-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核心力量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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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칠 首相의 性格 改造 
- 처칠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난관을 조성

- 신체적 허약 → 軍입대 후 체력훈련에 몰두

- 말 더듬증 → 웅변기술을 연마, 최고의 정치연설가가 됨

- 소심한 성격 → 군인이나 특파원으로서 오지와 분쟁지역을 찾아가 生死의 

위기를 겪으며 담력을 키움 

￭ 나폴레옹의 성격 개조 

- 나폴레옹은 프랑스어 미숙과 短身이라는 결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유의 핵심역량을 보유

- 대단한 노력으로 프랑스어를 마스터

ㆍ코르시카 풍의 과묵함이 겸비되어 프랑스式의 잔소리 버릇이 없는 

간결하고 힘찬 언어 구사

- 短身을 극복하기 위해 馬術 훈련에 전념

ㆍ말을 타고 전선에 나타나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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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주의적 유연성은 다양한 전략의 구사를 가능하게 함

- 國益에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과감하게 자기 노선을 

관철

- 이념적 柔軟性과 단호한 政策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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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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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적 발상인 존왕양이(尊王攘夷)와 親英美主義 노선을 적절히 배합

ㆍ戰爭末期에 英美와 화평하면 천황제는 유지할 수 있으나 전쟁을 

지속하면 공산혁명으로 천황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소문을 

올림

- 일본의 좌경화를 사전차단하면서 ‘경무장 경제대국(輕武裝 經濟大國)’ 지향

ㆍ전후 일본사회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농지개혁을 추진하여 小作地의 

80%를 전환

-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 전력투구하는 ‘輕武裝 經濟大國’을 

일본의 국가목표로 제시

ㆍ美蘇에 의해 분열된 獨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

- 이른바 '닷지 라인'(Dodge Line)이라는 비상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

ㆍ초강경 균형예산, 징세강화, 임금안정, 물가통제, 무역과 외환 통제의 

강화 및 고정환율 등

￭ 이케다: “政治의 季節에서 經濟의 季節로”

- 기시(岸) 내각 하에서 安保騷動(美日안보조약 개정 논란), 미이케(三池) 

탄광 쟁의, 경직법(警察官職務執行法) 개정 파동 등 전 사회에 이념갈등이 

증폭된 때에, 政治主義를 넘어 經濟主義로 이행할 것을 주창

- 이케다는 이념적 편향을 버리고 정국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을 가능한 

삼갔으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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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국번: 反淸理念보다 기존질서 내에서 實益 우선

- 中華中心主義에 입각한 反淸情緖에 기울지 않고 淸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이를 옹호

ㆍ사람들은 漢族이면서 만주족 淸皇室에 충성하여 漢族을 탄압했다 하여 

‘漢姦’(漢나라 姦臣)이라고 비난

ㆍ그러나 기존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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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來思想의 장점은 취한다는 유연성 

ㆍ“자기가 일어서려면 남을 일으켜주고 자기가 이루려면 남을 이루게 

한다.”는 「論語」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

ㆍ외국과의 不平等 條約(天津條約, 北京條約 등)도 감수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배우고자 노력

￭ 덩샤오핑: 이념 논쟁을 넘어 實用主義 채택

- 덩샤오핑은 정통 공산주의자이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채택

-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시장경제를 과감하게 흡수하고 중국의 대내외 개방을 

추진 

ㆍ“특구는 개방의 기지로서 경제와 인재양성 측면에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련 모델을 벗어나 자본주의 장점을 감안한 ‘修正 經濟모델’ 창안

ㆍ국내자본투자에 집중되었던 기존 경제정책을 소비재 생산 및 외국자본 

도입으로 방향 전환

ㆍ官僚 중심의 경제운용을 經營者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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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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솔선수범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미래의 리더로 成長 
- 실제로 역사적 리더 중에는 타인을 압도하는 자기주장 일변도의 强性 

리더십보다, 부드러운 軟性 리더십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 타인을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

- 리더 역할의 어려움을 자각하고 모든 것은 리더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

- 타인에 대한 配慮와 人間味를 실천할 경우, 이는 결국 陰德의 형태로 

되돌아오며 결정적 순간에 ‘幸運’으로 작용 

￭ 도고 提督은 '運‘이 좋은 인물

- 도고는 無名의 제독이었으나 '運이 좋은 인물'이라는 평에 힘입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한 러일전쟁의 최고사령관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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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들 중 단 한명도 영창에 보내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運命을 좌우할 

싸움에 運이 있는 장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추천

- 運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주변에 陰德을 베풀었으며 

매사에 성실했다는 의미 

￭ 세종대왕: 겸손과 자기반성

- 항상 겸손하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

- 작은 凶兆에도 “자신의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반성

ㆍ집현전 학사가 해 돋을 무렵 옥상에서 이상한 모양의 구름을 보고하자, 

세종은 “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몸을 닦으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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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싱의 幸運論 
- “젊었을 때의 업적은 100% 노력의 결과지만, 원숙기에는 그동안 베푼 

陰德이 되돌아오는 運이 8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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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 수행을 위해, 君王에게 돌아올 

정치적 책임을 대신 감수

￭ 조조: 황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

- 조조(晁錯)는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도 황제권 강화를 위해 삭번(削藩)을 

단행

ㆍ제후들을 각 지역 영지(藩)의 王으로 봉하는 관례를 깨고, 郡 하나 

정도만 封地로 남기는 극단적인 조치

- 제후들이 吳楚七國의 난을 일으키며 반발하자, 조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됨

ㆍ후일 반란이 평정된 후 漢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정착

ㆍ반란을 평정한 등공(登公)은 삭번을 가리켜 “제후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를 억누르고 황실의 권위를 세운, 萬代에 이익이 되는 

계책”이라고 평가

ㆍ통일중국의 기초는 진시황에서 시작하여 조조에 의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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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슨 제독

- 수년 간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장기간의 함상생활에서 한 눈과 한 팔을 

잃는 부상, 심각한 지병 등을 견디며 軍을 지휘

ㆍ선원들의 상당수가 부랑아, 걸인, 채무불이행자들로 이들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港口에 정박 불가

- 당시 영국인들은 넬슨을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자식들이 넬슨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함

- 유럽최강의 나폴레옹軍을 막을 세력은 오직 영국 海軍뿐이라는 자부심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

ㆍ“패전 책임을 지고 처형되느냐 아니면 웨스트민스터사원에 안장되느냐 

둘 중 하나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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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 당부 사항

□ 지금까지 기업이 바라는 人材像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① 리더처럼 말하고 리더처럼 行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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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CEO’를 희망

- “强蔣 밑에 弱卒 없다”는 금언대로 훌륭한 리더는 자신과 닮은 리더를 

육성

ㆍ최근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의 특성과 훌륭한 부하의 

특성은 거의 유사

- 훌륭한 CEO는 자신의 DNA를 휘하 人材들에게 주입하며, 우수한 

人材일수록 회사의 CEO를 보고 入社를 결정

￭ 칭기즈칸: 친위 특수부대인 ‘케식텐’을 양성

- 몽골을 통일한 뒤 여러 부족들의 集團的 利己主義를 누르고 

중앙집중권력을 만들기 위하여 친위대인 케식텐을 조직

ㆍ부족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칸과 국가를 위해서만 

충성하는 정예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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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자의 아들 등으로 구성

- 케식텐에게는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천호장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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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은 少數의 선택받은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특성

- 現場 최일선에서부터 작은 사업부의 CEO와 같이 과감하게 행동

- 도제, 직인을 거쳐 장인에 이르는 과거 길드 제도와는 다름

ㆍ초반부터 기회가 주어지며 여기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면 

조직인으로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항상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 

 

② 組織과의 融和를 위해 노력하라

□ 人材와 조직과의 宮合(match)이 중요해지는 추세

-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구하는 人材像의 

세부내용도 다양화

ㆍ기업문화나 동료, 상사와의 궁합 등 조직과 개인 간의 조화는 능력 

발휘의 중요한 전제조건

- 자신을 알아주고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ㆍ조직과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

□ 조직과의 융화를 위해 업무능력뿐 아니라 자신만의 魅力을 구축

- 풍부한 敎養과 趣味도 전공실력 못지않은 핵심요소

ㆍ글로벌 능력의 경우 어학만이 아니라 異文化 이해능력이 중요

- 또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에티켓과 매너도 핵심적인 경쟁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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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생을 길게 보고 勝負하라

□ 단기적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인생목표를 설계

- 최근 기업은 발탁인사, 외부 優秀人材 채용 등으로 과거 연공서열 시대에 

비해 경력 불확실성이 증가

ㆍ成長街道(fast track)를 달리는 사람이 부각되는 대신 뒤쳐지는 인력도 

발생

- 일시적인 침체(slump)에 一喜一悲하지 말고 長期戰에 대비하여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

- 核心人材를 좌우에서 도와주는 一般人材도 필요하며 협력적 태도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돌아옴

￭ 덩샤오핑: 치명적 失脚에서 부활한 信念의 정치인

- 정치적 굴곡에 상관없이 항상 선두에 서 있었던 저우언라이 (周恩來)와는 

대조적으로, 치명적 실각을 두 번이나 당하고서도 다시 재기하여 오뚝이라는 

뜻의 ‘부도옹(不倒翁)'이라는 별명을 얻음

- 자기 노선에 대한 신념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 뚝심

ㆍ문화혁명의 공포 분위기에서 작성된 「自己批判書」에서도 자신의 

행적이 잘못되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음

ㆍ1956년 9월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을 神格化하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

ㆍ문화혁명을 시도한 마오쩌둥의 동참요구를 끝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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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가와 이에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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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