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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통찰력(See-Through)
1980년 11월, 하버드 학교 경 학

최고경 자 과정에서 수학할 때 카터

통령 당선을 두고 했던 로쉬(당시 팩칼티

체어맨을 역임) 교수의 말은 내게 통령

의 1차적 직능은 필히‘See-Through’가

되어야한다는신념을새겨주었다. 

로쉬는“ 통령은 학문이 깊이가 있든

없든, 지식이 다소 부족하던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1차 직능이‘See-

Through’즉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카터를 두고 침례교

인이고 땅콩 농장주 던 시골사람, 도덕

적으로는 완벽한 목사님 이상의 성직자

같은 사람이지만 속된 표현으로‘바’나

술집에서 여자들의 손목 한 번을 잡아보

지 않았을 사람이라며 불행하게도 꿰뚫

어보는능력이결여된사람이라고했다. 

따라서 미국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

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과연 그럴까 했지

만마침내미군철수가발표됐다.

주한 야전군 싱 러브 소장으로부터

그 부당성을 항의 받는 전 미문의 항명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이후 전개된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카터의 철군 철회로 일단

락되었으나 그 여파는 한국정치에 큰

향을미쳤다.

그렇다면‘See-Through’의 구체적인

모습이어떻게형상화될것인가?

지난날 월남통일 지도력의 원천을 살

피기 위해 오랜 동안 호치민을 연구하고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여 얻은 결론은

물욕으로부터의초월이었다. 

지금 호치민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물

품이 호치민의 삶 자체 다. 정 복, 헬

멧, 만년필, 정 에서 신고 다녔던 샌들,

그리고 귀 떨어진 안경, 책 몇 권이 이 사

람이남긴유물의전부 다. 늘까맣게물

든 작업복과 샌들 이것이 위 한 지도자

호치민의 재산이었다. 그래서 호치민의

말한마디는국민에게믿음, 신앙, 신뢰를

주었다. 그의 지도력의 원천은 물욕으로

부터의초월이었던것이다. 

공자의 정치관(政治觀)을 보자. 그는

‘政은 正也’라 하 다. 정치는 자 풀이

를 하면‘政’은 바르고 문채가 나도록 해

야 하고, ‘治’는 삼수변( )에 물 태(台)를

쓴 것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것이이치다. 이와같이정치는사

심 없이 바르고 문채나게 하늘의 뜻을 헤

아려가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리로 풀어가

야한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례로는 포항제철을

성공으로이끈박태준회장을들수있다.

포철의 성공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분석

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포항제철의 창업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제철 산

업과 함께 해 온 필자의 판단으로는 창업

자 청암 박태준 회장의 탁월한‘See-

Through’능력과‘이(利)를 보면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살펴보고, 위험에 당면하

면 먼저 네 생명을 던져라(見利思義 見危

授命)’라는안중근의사의유훈을구현한

솔선수범이 오늘의 세계적 기업인 포항

제철, 포스코의 밑바탕이었음을 믿어 의

심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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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문재인 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월 2일 귀국했다. 문 통령과 트럼프 통령은 백악관에서

7시간여진행된첫정상회담직후공동성명을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정

상회담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있음을확인한것이가장의미있는성과로풀이된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발표…한미동맹견고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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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문재인 통령이 7월 5~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통령은 분단-통일-통

합을경험한독일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협력을확 키로

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

한베를린구상을발표했다. 한편한∙중한∙일한∙러양자정

상회담 등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본격 가동해 북핵문제의

해결 공조확인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

할에 한이해를제고했다.

독일 G20정상회의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베를린구상발표

북한 조선중앙TV는 중 특별보도를 통해 7월 4일 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모습을공개했다. 미국정부도7월4일(이하현지시간) 북

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의 응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탄도 더더욱 커졌다. 유엔 안보리

도 7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발사 관련 응을

논의했다.

북한 ICBM 시험발사

국제사회규탄이어져대북제재강도높아질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