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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은 재물운이 있다는 돼지의 해로 “성공”이라는 키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해이기도 합

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생

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의 경제 자매지인 ‘비즈니스 2.0’은 세계 유명인 50 명을 선정해 ‘2007

년 성공의 키워드’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제시한 성공의 교훈은 ‘능력보다는 열정

이다’,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실패로부터 배워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당신을 소중히 여

겨라’ 등 5 가지로 요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명 인사의 성공 키워드로 인식되기에 그다지 거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함 속에 성공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능력보다 열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노력

과 열정이 없이는 성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말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임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성공 관련 서적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

랫 사람들과 융화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 성공 리더의 자질임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흔히 성공에 대해

서는 많이 기억하고, 칭찬하지만 실패는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

해 새로운 성공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성공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름 

사람의 어려운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성공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먼저 사

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건강한 음식과 생활로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것도 성공의 키

워드임을 여기서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들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2007 년 한해는 성공의 카워드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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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年は財物運があるという豚（猪）の年で“成功”というキーワードとも一脈相通ずる年でもありま

す。すべての人々が夢見る成功と言うのは果してどこで捜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今日はその内容に対し

て考えて見ることにします。 

 

この間アメリカ CNN 放送の経済姉妹紙である‘ビジネス 2.0’は世界有名人 50人を選定して‘2007

年成功のキーワード’を聞いたと言います。ここでかれらが提示した成功の教訓は‘能力よりは熱

情だ’、‘言うよりは聞きなさい’、‘失敗から学びなさい’、‘他人に気配りしなさい’、‘あなたを大

事にしなさい’など五つに要約されたと言います。 

 

これは有名人の成功キーワードに認識されるのにあまり雄大に見えない。しかし、“単純さの中に

成功の真実が隠れている”と言う真理を悟るようにしてくれる記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先に、能力より熱情が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結局能力が抜群だと言っても継続した

努力と熱情がなくては成功が成り立つ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見せてくれると言えます。 

二つ目は自分の意見を主張して、言うよりは他人の意見を傾聴して聞くことが成功の近道であるこ

とを私たちは数多い成功関連書籍で接した事があります。特に、職級が上がるほど下の人々と融和

して、彼らから良い意見を引っ張り出すのが成功リーダーの資質なのを忘れてはいけないでしょう。 

三つ目に失敗か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失敗を認めなさいという意味であるでしょ

う。よく成功に対してはたくさん憶えて、誉めるものの失敗は隠すとか現わさないようにします。

しかし、失敗を通じて新しい成功の足場が用意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知らせてくれる言葉だと

します。 

四つ目に他人に気配りしなさいという話の意味は何でしょうか？たぶん一緒に暮らして成功する

のがもっと大きいな喜びを強調する言葉だと考えられます。成功と楽しさを他人と分かち合って、

他人の難しい境遇や状況を理解して気配りする心が真正な成功リーダーになることができる道で

あるでしょう。 

最後に、自分を大事にす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尊重感が必要だという意味です。私を先に愛するこ

と知り人を愛と気配り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悟るようにしてくれる言葉であろう。又、自分を大

事にするために健康な食べ物と生活で自分の管理をよく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も成功のキーワー

ドなのをここで一緒に強調しているという気がします。成功したところで元気ではなければすべて

のものが要らないからです。 

  

2007 年一年は成功のキーワードと必ず一緒になさるように願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