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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애나 맥레인 스미스(Diana McLain Smith)는 자신의 저서 『나누거나 혹은 정복하거나

(Divide or Conquer)』에서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을 비교한다. 우선 그는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의 파트너십을 예로 든다. 잡스는 1980년대에 펩시 사에 있던 스컬리를 발탁하여 애플 사를

성장시켰다. 둘의 관계는 애플 사의 하락과 함께 무너졌다. 불과 몇 달 만에 둘은 서로를 공격했고, 

서로가 높게 여겼던 상대방의 가치를 비난하였다. 

저자는 이들의 관계를 2차 세계대전 중의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파트너십과

비교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은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전쟁을 이겨냈다. 잡스와

스컬리와는 달리,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 둘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퍼붓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들은 비난 여론에 맞서 상대방을 방어하고 지원을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다. 뉴스위크(Newsweek) 지의 에디터, 존 미첨(John 

Meachum)은 처칠과 루즈벨트의 파트너십에서 두 가지 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첫째, 처칠과 루즈벨트는 자신들의 미션과 그들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미션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과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로 의견이 상충할 때

그들은 놓여진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관점들을 탐색하였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매니저나 코치와 함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자. 이러한 대화를 통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 지원 관계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키워 나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실패로 끝났거나 성공적이었던 이와 같은 파트너십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 우리 조직에서 처칠/루즈벨트 파트너십처럼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가 있는가?

■ 성공적인 파트너십에서 인간관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 특히 우리의 목표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곤란한 상황에서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를 키우는 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미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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