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점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리더십 아카데미나
컨설팅을 해주는 곳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성공한 리더,
성공했던 리더를 연구하고 학습하여 자신의 조직에 적용함은 물론 개인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리더십을 요하는 분야로는 기업의
CEO와 정치인들이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직장인, 학생,
가족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리더십센터 대표 김경섭은 이 현상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도 훌륭한 리더십을 갖춰야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리더십을 배운다고 해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리더십을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리더가 되었을 때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리더가 가치 있고 인정받는
리더일 것이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대답중 하나는 바로
‘신뢰받는 리더’일 것이다.
과연 ‘신뢰받는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 신뢰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어떤 것도 이끌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받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은 사람이 떠나갈 것이다. 그럼 단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고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조사한‘2006년 우리
시대의 신뢰받는 리더’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85명과 네티즌 1,503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전 안철수 연구소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25%(379명)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각각 17%(263명), 16%(233명)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됐다. 안철수 대표가
이처럼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급자들을 격려해주고
안내해주는 수퍼 리더로, 때로는 직원들에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이드 리더로서의 뜨거운 가슴을 지닌 리더. 급변하는 조직과
시장에 발맞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의 리더로서의 모습, 차가운 머리를
가진 리더로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에 사람들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상황변화를 잘 인식할 줄 아는
리더였고 과정을 중시하는 성과경영. 본질에 충실한 양심경영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신뢰받는 리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조직행동 안철수 리더십

또한, 안철수 대표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돌아
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몸으로 보여준 사람으로 그의 어록을 살펴보면
왜 그가 신뢰받는 리더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나는 영리하고 빠른 조직과 느리더라도 건강한 조직 중 하나를 택하려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리더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를 둘러싼 만족의 소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불만족의 침묵'이다."
"나는 사원들이 동료의식을 느끼는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돼가고 있다."
"신뢰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첫째, 직원들을 이용하지 않는 마음이
직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둘째, 직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리더가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 넷째,
솔선수범.그리고 다섯째
신뢰를 받기에 앞서 신뢰를 하는 태도이다."
[출처] 신뢰받는 리더, 안철수의 어록.

이처럼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행동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며,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원칙중심의 리더십은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가치인 것이다.
본인도 수년간 학교 경영자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신뢰받는 리더’,
‘베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수년간 지켜온 나만의 원칙으로는
1.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는 커녕 불신을 사기 쉽다.
2. 學習하는 leader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變化의 時代에 처해 있음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變化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學習.
3.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하여 Action plan
(실천계획) or Roadmap을 세우기 위해 노력
4. 지배구조 체제는 △(삼각형)이 아닌 → ▽(역삼각형)의 문화가 되어
CEO는 아래에서 조직원들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주춧돌이자 디딤돌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
5. Take a risk
때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발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발전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발전을 이룬다.
6.

열정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는 심정으로 현실을 대처하고 一念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一念의 마음은 전화위복을 가져온다는 신념.

7. 나눔

물질적 나눔과 지식의 나눔을 통하여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 노력한다.

8. 칭찬

1人1名 칭찬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9. 근검절약

국내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명인사들(빌게이츠, 대우 김우중회장,
안철수 대표등)의 근검절약 사례를 배우고 몸소 실천.

10. 신속한 결단과 포기

업무과정중 평소 지식. 지혜. 경험. 경륜을 토대로 경영자의 신속한 결단
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업무상 동료직원들의 실수는 과감히 용서하고
업무 mis maching(미스매칭)은 과감히 포기한다. 단, feed back을 통하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며 차기 결정사항에 몰두한다.

11. 인간미 만취

동료 가족들의 입학. 졸업. 관혼상제등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표현하고
참석하고 喜怒哀樂을 함께 함으로써 때로는 앞을 비춰주는 선구자로, 때론
함께 길을 걷는 동료로,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조언자로 남아
인간미를 보여준다.

12. 궂은일은 모두 함께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궂은일은 앞장서서
실천하고 실행해 옮긴다.
이처럼 ‘신뢰받는 리더’는 한 두개의 덕목을 갖춘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훈련을 받는 동물은 조련사(주인)를 잘 따를 것이다. 충성심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키운 동물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단지,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어 조식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며 상대방을 향한 눈높이가 평행하고 진심으로 존중 해줄때 그
리더에게 사람들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리더는
자신을 ‘위’, 상대를‘아래’로 생각하겠지만 신뢰받는 리더는 같은
평행선에서 고개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옆으로 돌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먼저 존중해줘야 하듯이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신뢰를 보냄으로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