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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로서 성장하는 중에 당신은 성공적 리더에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용기와 겸손이다. 여러 리더십 저술가들이 이 상충하는 두 가지

덕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빌 조지(Bill George)는 『나침반 리더십 (True North: 

Discover Your Authentic Leadership)』에서 이 두 가지 덕목을 통해 “진정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더의 겸손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게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그 영광을 함께할 수 있게 해준다. 스테판 코비(Stephen Covey)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모든 미덕의 어머니는

겸손, 아버지는 용기라고 설명한다. 우리 삶의 원칙들을 수정하고 선택의 순간에 진실성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용기다.

1부:겸손과 용기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당신의 생각을 적어본다.

■ 용기와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좀 더 겸손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느꼈는가? 지금은 어떤
느낌인가?

■ 당신이 용기를 가져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 리더로 성장하는 자신에 대해 돌아본다. 좀 더 준비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용기와 겸손 중에 당신의 업무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당신이 작성한 노트를 다시 읽어보자. 당신이 적은 것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는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2부:동료들에게 당신의 용기와 겸손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해본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잘

청취하도록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다. 당신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달까지 이 두

가지 리더십 역량들을 훈련하겠다고 알려준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비공식적인 관찰을 요구하고

약속한 종료 시점에 그들의 추가적인 피드백을 요청한다. 그런 다음 개별적인 면담 일정을 잡는다.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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