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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세대 리더의 반란 

혼 란 

Why?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y? My Career Path 

American 

 Culture 

• 1987 미국 인디애나 대학 교육공학과 석사  
• 1987 모토로라코리아 입사  
• 1992~96 모토로라유니버시티 코리아  
                   기업교육 매니저 
• 1995 모토로라코리아 상무로 승진 
• 1996~98 미국 본사 디렉터로 발탁  

                 모토로라 유니버시티 월드와이드       
                 기획개발 디렉터 

• 1998~00 모토로라 중국지역 인재개발원 상무 
• 2000~02 모토로라 아시아지역 인재개발원 상무 
• 2002~06 모토로라 모바일 사업무 신제품 개발  
                   SCM상무 

Korean  

Culture 

• 2007~08  LG Display 인재개발 상무 

• 2009~12  LG Display 인사관리 상무 

                  HR센터장 

• 2012 모니터그룹 서울 사무소 부사장 

• 2013~14  Heidrick&Struggles   

                  Leadership Consulting 대표 

• Current 현대자동차그룹 리더십개발실장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 1985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Korean 

Culture 

내가 리더십 문제 중 낀 세대 리더십에 관심을 두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나이로 따지면 기성세대에 포함되지만 리더십 경험으로는 M세대  

팔로워의 특성과 유사한 글로벌 리더십을 일찍부터 접했다.  

경력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에서 쌓은 것이다 보니 한국조직문화보다 외국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것이 사실 이다. 그 덕분에 아랫사람들의 기대나 성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할 기회가 많았다.(낀 세대 리더의 반란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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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dependent 

2. Status 

3. Relationship 

4. Indirect 
HYUNDAI’s S Korea 

※ Source : GlobeSmart by Aperian Global 

Why? Korean Cultur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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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 

What? 

Seniors  

Middle-aged  

Youth  

Childhood/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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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조직 구성 

왜 지금, 낀 세대 리더십인가 What? 

낀세대 

(1960~1970년대 
출생) 

 

밀레니엄 세대 

(1980 이후 출생) 

기성세대 

(1950~60 출생) 

베이비부머세대
너희가 뭘 알아? 

386 세대 

그래도 윗사람인데! 

X세대 

‘우린 달라요’ 

M세대 

‘다 필요 없고 나 하나만!’ 

• 전쟁 경험 

• 경제 성장의 주역 

• 유교적·보수적 
성향 

• 자식에 대한 
투자와 희생 

• 민주화 운동 

• 대국적 목적에 
따라 단합 

• 정치·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 기성세대의 스타일 
탈피 노력 

• 경제 부흥기 출생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성장 

• 국가나 사회보다 부모와 자신의 
성공에 초점 

• 개성을 존중하고 표현하기 시작 

• IMF를 거치며 
안정주의적·합리적 입장을 취함 

• 모바일 세대 or 밀레니엄 세대 

• 풍요롭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 

• ‘나’의 행복 추구에 초점 

•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과 실행 

•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정보 



낀 세대 리더의 반란 

 

압축 성장의 역사 

 

한국형 리더십1) 

 한국 GDP 증가 추이 

태동기 

 정부 주도 경제 개발 
 산업화 시작(중공업) 

 제조업 기반 형성 
 본격 수출 시기 도래 

성장기 

세계화 

IMF 

 글로벌 
기업 
탄생 

“한국은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압축 성장'을 일궈 , 경제 규모가  그간 17배로 커졌다… 

                                                           - 이코노미스트 

1) Source : 국민대 백기복 교수 연구결과, 2008 

낀 세대가 보고배운, 기성세대 리더십 

What? 기성세대 리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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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성장환경 

 핵가족화로 소규모 가족에서 귀하게 

대우 받으며 성장 

 부모의 끊임없는 지도와 과잉보호 

 치열한 입시경쟁 및 사교육 

 해외 체류 경험 증가  

 정보의 홍수에서 성장 

 IMF 위기 경험 

풍요로운 성장환경 

 자유와 개인 중심의 가치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정보 보유 

 글로벌 문화에 익숙하고 타 문화 수용력 

뛰어남 

 신중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 

M세대 키워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믿는 M세대 

What? 차세대 팔로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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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낀세대 
 

밀레니엄 세대 기성세대 

“사업환경이 어려운 데 
하나하나 점검해야 겠어. 
매일 7시에 팀장회의 
소집해” 

“내가 다 해봤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낀 세대 리더의 혼란 

“선약 있어서 회식   
참석 어려운데요~”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게 왜 잘못이죠?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시간만 허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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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리더십이 통하지 않게 될 것 

보고 배울 가이드가 없음 

What?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 

새로운 리더십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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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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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vs. 책임과 의무 설명 vs. 행동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득권 의식 

조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중시하는 책임감 

•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과 제공하는 
자원을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김 

•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큼 

• 집이나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 

•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 

설명이 있어야 동기부여 됨 

상사가 시키면 ‘그저’ 해야 하는 것 

• 사교육과 같은 ‘친절한 명령권자’에 익숙 
-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친절한 설명 
-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미흡 

•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 선호 
- 저맥락 소통 

• 상사가 시키면 의문 없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 
- 부모에 대한 순종  상사에 대한 순종 

• 어렵고 작은 일부터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 

• 소통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파악/이해 중요 
- 고맥락 소통 

What? 기성세대와 M세대의 관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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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vs. 질책 일 vs. 인간관계 

What? 기성세대와 M세대의 관점 차이 

인정과 칭찬을 통한 동기부여 

고난과 시련을 통한 단련 

• 격려와 칭찬 위주의 교육/양육 
- 꾸지람을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음 

•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 

•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Feedback 수용 

• 강인한 조직력과 카리스마가 지배 
-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강인한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믿음 
- 너무 칭찬을 해 주면 ‘기어오른다’는 인식 

• 발전을 위한 지적 

성공의 비결은 관계가 아닌 
 실력과 콘텐츠 

일터의 관계 = 개인의 삶의 관계 

• 일터의 관계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협력 관계 

•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는 스스로 
쌓고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 

• 취미와 기호가 같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관계구축 

•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일터의 관계가 삶 
전체로 확산 

• 비즈니스에서 관계관리는 필수라고 인식 

• 물리적·공간적 나눔과 친밀감을 쌓는 
방식으로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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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타파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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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일을 하게 만드는 소통의 기술 1 

반복과 
구체적 설명 

① 상사의 지시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명확화 

② 기대하는 결과물의 이미지를 구성원에게 정확히 설명 

③ 소통에 대한 중간 확인 실시 

양방향 
소통의 
기회 

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도록 Invite 

② 리더의 의견에 대한 견해 개진 기회 반드시 제공 

③ 구성원의 반응과 의견 경청 

M세대의 
소통방식 

이해 

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능한 짧게 여러 파트로 구성하고 반복해서 전달 

② 교장선생님 훈시 같은 이야기는 NO! , 메시지나 메일로 구성해 소통 

③ 술자리나 회식보다 티타임이나 오후 간식타임을 통한 진지한 대화 

④ M세대의 관심사와 현안에 다가설 수 있도록 ‘대화 재료’에 대해 학습 

⑤ 세세히 가르치고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소통 

⑥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말 것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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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일을 하게 만드는 소통의 기술 1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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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피드백, 리더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 2 

주의 깊은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피드백  

제공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적과 

수용도 열린 
마음 
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과 
칭찬  

을 통해 
동기부여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고 
수용 

신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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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적절한 책임과 권한 위임 3 

권한위임이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1) 

1) Source : 빌 기노도, ’16개 기업의 조직혁신 성공사례‘, 1999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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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4 M세대 방식의 관계 구축 

‘관계’에 대한 M세대의 인식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기반 

- 일터의 관계는 일터에서, 내 삶은 별개 

끈적끈적한 정서적 관계 기대 

- 개인적 차원의 정서적 · 심리적 지원 

+ 

낀 세대 리더의 관계 구축 

기성세대의 문화 탈피 

효과적인  
네트워킹의 필요성교육 

조직 성원이자 팀원으로서 
존중과 인정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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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5  전문성과 실력을 위한 지속적 자기계발 

일에 대한 차별적인 가치 필요 

관리형 리더에서 일하는 간부(Working Executive)로 

그만큼 알았으면 됐지. 
이제 아랫사람들이 

일하는 거고 난 
연결하고 관리하면 되지 

어떻게 상무님이 
우리보다 이 시장을 더 

모를 수가 있어…? 

뭘 알고 시키시는거야? 
윗분 말씀이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내려오네… 

직접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차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니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야.. 

내가 하는 일, 앞으로 
할 일에 실력으로 

가치를 더해 주시네…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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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1  권위의 벽, “하라면 해” 

타파 

권위의 벽 

그냥 해!!! 
왜냐고? 나는 상사이고, 

상사인 내가 시키는 
거니까!!! 

옛날에 그 정도는 다 
해왔어. 일 떨어지면 물불 

안가리고 하는거지.. 

상사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 

- 상사의 사명, 비전, 목표에 대한 
존중과 헌신 

위아래 동시 조율 

- 지나친 상향 정렬 경계 

중간 리더로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 제시 

권위의 벽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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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2  고정관념의 벽, “내 말이 곧 진리야” 

타파 

고정관념의 벽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내 말이 곧 진리고, 
내 답이 정답이야. 

리더의 비전을 믿고 헌신 

- 맹목적인 순종 경계 

자신의 생각을 리더에게 전달 

- 리더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되,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 

상사에 대한 지지와 피드백 

- 일에 대한 지시, 일의 방향성 및 
효과성 등 

고정관념의 벽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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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3  과정과 절차의 벽,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야”` 

타파 

과정과 절차의 벽 

과정과 절차의 벽 
허물기 

한 치의 실수도 
있으면 본부장님께 

올릴 수가 없어. 
꼼꼼하게 처리해. 

시간과 노력이 좀 
들더라도, 반복하면서 

시키는대로 해야 
단련이 되는거지. 

M세대의 학습방식 이해시키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정보력 

상사의 의사결정 포인트 잡기 

- 큰 방향과 Output Image에 대한 
상사의 아이디어와 의도 포착 

M세대 육성에 대한 고민 

- 기존의 단계적 학습법에 대한 적절한 
도전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at? 4  소통 단절의 벽, “아랫사람은 알 거 없어” 

타파 

소통 단절의 벽 

소통 단절의 벽 

허물기 

탈 권위적 자세 견지 

- 스스로 정보 공유의 소중함 인식 

정보 공유의 폭 넓히기 

- 아랫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없애기 

- 상사의 다양한 직접 소통 지원하기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 

- 기성세대와 M세대의 직접 소통 조율 

별 거 아닌데 
비밀이네? 

시키니까 하는데, 
이 일이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at? 

새로운 출발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at?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6가지 리더상 

낀 세대 
리더십 

균형있는 
소통 

• 기성세대와 M세대의 특징 
정확히 인지 
- 고맥락 소통 vs. 저맥락 소통 

파트너십 

• 아랫사람에게 동등한 발언권과 
참여 기회 부여 

전문성과 
실력 

• 전문성의 연마와 공유 
• 부하직원의 육성 

책임과 
주인의식 

부여 

• 아랫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하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 

진정성 

• 각자가 익숙한 방법으로 
진정성 전달 
- 감정이입, 희생, 배려, 돌봄체화 

향상심 

• 기성세대와 M세대 양쪽에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at? 낀 세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3대 DNA 

낀 세대 리더의 DNA :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1 두 세대 관점 사이의 균형감 

2 변화와 다름에 대한 긍정 의식 

3 리더십 혁신가로서의 사명감 



낀 세대 리더의 반란 

What? 두 배의 성장을 위하여 

낀세대 리더 
학습의  
기회 

M세대 
팔로워 

기성세대 
리더 

학습의  
기회 

통 큰 긍정 에너지로 
이중고 아닌 두 배의 성장이 되기를 ! 



낀 세대 리더의 반란 

Meaning? 

29 

1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낀‘남편’의 설자리 

2 부모님은 모셔야 하되 자식들에겐 기댈 수 없는  

‘서글픈’장년의 긍정의 메시지 

3 SSKK상사를 모시고’나’의 세계가 중요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집단지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 중간리더의 박하사탕 

양세대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 

→ 나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도 ‘억울’하거나’서운하지 않은 열린 마음 



Thank you for your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