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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세상이 바뀌고 있다



록펠러 센터(미쓰비시)

콜롬비아 (소니)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이야기 하나) : 80년대 세계를 장악한 일본



"도쿄땅을 팔면, 미국땅을
전부 살 수 있다

고흐의 해바라기

페블 비치 골프클럽(코스모월드)

https://namu.wiki/w/%EB%8F%84%EC%BF%84
https://namu.wiki/w/%EB%AF%B8%EA%B5%AD


순위 국가 총액

① 일본 29,970

② 미국 25,810

③ 영국 6,250

④ 독일 2,360

⑤ 캐나다 2,130

⑥ 프랑스 1,930

⑦ 이탈리아 1,560

⑧ 스위스 1,390

⑨ 호주 1,000

⑫ 홍콩 570

⑯ 한국 200

순위 국가 총액

① 미국 186,683

② 중국 36,973

③ 일본 36,809

④ 영국 30,194

⑤ 캐나다 20,161

⑥ 프랑스 18,233

⑦ 독일 14,863

⑧ 호주 12,864

⑨ 인도 12,633

⑩ 브라질 12,298

⑪ 한국 11,804

순위 국가 총액

① 미국 257,748

② 중국 69,673

③ 일본 46,864

④ 영국 34,797

⑤ 유럽 32,862

⑥ 인도 30,196

⑦ 홍콩 29,725

⑧ 캐나다 18,687

⑨ 독일 15,390

⑩ 스위스 14,195

⑪ 한국 12,594

1987년 단위 :억달러(USD) 2012년 단위 : 억달러(USD) 2016년 6월말 억달러(USD)

 전성기 일본 90년들어 “퇴조”…. 미국 “부상”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10대 IT 기업의 변화

순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① IBM 시스코 애플 애플

② 히다찌 MS MS MS

③ 파나소닉 노키아 구글 구글

④ 루슨트 인텔 IBM 알리바바

⑤ NEC 오라클 AT&T 차이나모바일

⑥ 소니 IBM 오라클 페이스북

⑦ 코닥 EMC 삼성전자 오라클

⑧ 후지쯔 에릭슨 인텔 버라이존

⑨ 샤프 TI 시스코 삼성전자

⑩ 산요 루슨트 HP 인텔

2016년 9.3기준(억달러)

애플 5,894

구글 5,437

MS 4,510

아마존 3,677

페이스북 3,644

알리바바 2,641

차이나모바일 2,557

텐센트 2,463

AT&T 2,523

삼성전자 2,269

• 전(全)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



 국가별 유니콘 기업현황

자료 : CB인사이트 2016.11.15 기준

미국 : 

96중국 :

37

인도 : 8

영국 : 6

독일 : 4

한국 : 3 기타 : 21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CJ게임 179억달러 게임

옐로모바일 40억달러 모바일서비스

쿠팡 50억달러 전자상거래

• 중국 기업의 대약진
- 37개 유니콘 스타트업
- 기업가치 1,800억달러

• 세계 유니콘* 기업 175개로, 가치는 6,280억달러
*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세계 10대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CB Insight 11.15일기준)

순위 기업명 기업가치 국가 산업분야

① 우버 680억 미국 모바일 차량공유

② 샤오미 460억 중국 하드웨어

③ 디디콰이디 338억 중국 모바일 차량공유

④ 에어비엔비 300억 미국 전자상거래

⑤ 팔란티어 200억 미국 빅데이터

⑥ 루닷컴 185억 중국 핀테크

⑦ 차이나인터넷
플러스

180억 중국 인터넷서비스

⑧ 스냅챗 180억 미국 SNS

⑨ 위워크 169억 미국 코워크 스페이스

➉ 플립카트 160억 인도 온라인쇼핑몰

(단위 : 달러) 



 일본의 끝없는 몰락 : 미국, 중국에도 뒤져 3위로 추락

•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업가정신은 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은?

=>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 + ship(마인드, 태도, 역량) 

=> 起業家精神(업을 일으키는 정신)

• 창업가

(Entrepreneur)

• 기업가(Business man)



 미국, 기업가정신으로 경제성장 견인

-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개막,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 필요

“국민소득 2만불까지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
입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이 관건”. <독일 막
스플랑크연구소>

2만불
'88

3만불
'97

카우프만재단 리더십센터 설립(‘92), 
-> 기업가정신 확산

벱슨대학 기업가정신학부 신설('89), 
이후 정규 교과목 확산

미국 / 48,000$

실리콘밸리의 기적
- 스탠포드 대학
카우프만재단 기업가정신확산
(’92)

영국 / 39,000$

대학의 사업화 강조 Third 
Stream Mission 개념도입(’97)

Cambridge Enterprise 등 대학
내 사업화·투자운용 회사설립

이스라엘 / 32,000$

‘세계최고 Start-up 국가’

한국 / 27,000$창업의 산실 군사학교
탈피오트3만$

4만$

2만$

‘창업국가 미국’ 국가비전

요즈마펀드 창설(‘93)

‘신기술창업회사’ 육성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에서 정체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활성화 방안



동문 창업기업 수 일자리 수 매출액

Stanford 39,900개 약 540만개
약 2조 7천억달러

(세계 5위 경제규모)

MIT 25,800개 약 330만개
약 1조 9천억달러

(세계 9위 경제규모)

(스탠포드대학 D스

쿨) 



 비전 실현자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셰릴 샌더버그 COO

420

17

129.50 3,710
(2016.11.1기준)

32

1

15,000



 주커버그의 기업가정신 : 해커웨이

•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것 보다 당장 시도

하는 것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 토론과 기획만 하는 사람은 직접 코딩하는

사람에게 진다

(Code wins argument)

• 빠르게 움직여 문제점을 해결하라

(Move fast and break things)

•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The riskiest thing is to take no risks)" 



• 열정을 바탕으로 험난한 길 선택 : 매각<투자유치
- 2005년 : 미디어그룹 비아콤(Viacom)  7500달러 매수

제안 거절( * 매출 100만달러)
- 2006년 : 야후가 10억달러 매수 제안도 거절

• 그러나 외부투자는 허용
- 2007년 : 마이크로소프트 2억4000만달러 출자 수락
- 2009년 : 러시아 DST(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러지)  2억달러 투자유치
- 2011년 : 골드만삭스 4억5000만달러 투자유치,   

 수익보다 비전 실현을 우선



 엘런 마스크, “비전을 실현하라”

 실리콘밸리 기업은 실제로 사업 추진/ 기업운영에 비전 활용

“사람들이 화성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 엘런 머스크의 비전 -

 직원과 비전 공유를 반복하며 기업 정체성 구축
*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켜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부여

 엘런 머스크가 직접 엔지니어 1,000명을 인터뷰해 채용

 문제 발생 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 필요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관건



 미국, 실패도 자산으로 활용

 실리콘밸리 창업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0.1%에 불과

‘실패도 성공창업을 위한 과정이다’
실패가 경험이나 성공의 과정이라는 공감대 형성

차이는 ‘재창업률’

 실리콘밸리는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두번 가까이 재도전
이 가능

자료 : 중소기업청

 CEO의 창업 횟수, 실패를 통한 교훈 등이 엔젤이나 벤처투자
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미국,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지원

 실패한 프로젝트라도 면밀하게 평가해 ‘사려 깊은 실패’로
판단시, 오히려 해당 팀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구글웨이브 실패가 대표적

 1년 안에 실패하기 : 자유롭게 도전하되 실패할 확률이 높

다면 1년안에 포기하도록 권장



 미국,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시공간 제공

• 워케이션 제도운영

 선정된 프로젝트 팀에게 원하는 장소
에서 일주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창립 기념주간 동안 회사의 주요
서비스로 성장할 다양한 데모 프로
그램 기획

• 어떤 아이디어든 자유롭게 연구 실
행한 핵워크제도 운영



 미정부, 전세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GES 2016 개최



 중국 창업 열풍 배경…정부의 기업가정신 강조

“ 고용이 ‘삶의 질’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나은 기업가정신을

위한 플랫폼(‘중창공간(衆創空間)’)을

구축해 나갈 예정 ”<리커창 총리>

“대중창업 만인창신(大衆創業 萬人創新)”
* 창업과 혁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삼겠다는 의미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각종 규제 완화, 지원책 수립

 대학교 과학 기술단지 등 연구개발 비용의 세금 공제
 혁신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 행정절차 간소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신성장 산업(드론 및 핀테크) 분야에

대해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상하이, 손실입은 엔젤투자
자에게 연 최대 600만 위안
의 보상금 지급

• 규제완화

• 지원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1세대의 적극적 지원

•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의 지원 : BAT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순환생태계 조성
- 바이두 : 3조원대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 알리바바 : 음식배달 스타트업 어러미(12억

5천만달러)에 투자
- 텐센트 :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알리바바 마윈, 100만 창업자 양성 추진

 글라우드 서비스인 알리윈(Aliyun)통해 최대 온라인 창업자
금 지원 플랫폼 조성

- 촹커플러스와 ZhenFund(真格基金), 중국IDG 캐피털, 이노
베이션 웍스(创新工场) 등 30여개 투자회사와 협력해 약 1조
7800억원의 펀드를 조성, IT관련 스타트업을 지원

 베이징, 상하이, 우한(武汉),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5개
도시에 창업자들에게 무료로 공장부지를 제공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구축

• 창업거점 : 베이징 중관촌(중국판 실리콘밸리)의 성황

 명문대학 베이징, 칭화대학 등
포진,

->우수한 인적자원 조달이 강점

 창업자와 투자자들 연결하는
다양한 창업카페가 자리매김

 하루에 5개정도 창업팀 신설
 총 투자액 : 약 20억 위안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구축

 화창베이 전자상가
(용산전자상가 10배수준)

기획생산

유통

• 하드웨어 창업을 주목하라 - 창업환경 1위 도시, 선전(Shenzhen) 

 세계 3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들의 포진

 약 1천개의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기업들 포진

 과거 짝퉁 생산지 오명에서 벗어나
창업인재를 모으는 창업거점으로 재탄생

* 신생 스타트업을 짧은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

유통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충만한 기업가정신 발휘

중국 기업가정신 : 세계(50점) 및 아시아 평균(64점) 크게 상회

 개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도전의향, 실현가능
성, 의지력 등 모든 부분에서 기업가로서 잠재력이 현격한 높은 수준

• 출처 :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2016년 11.15) 
- 세계 14~66세 50, 861명 대상조사, 한국 1500명 조사 실시



 왜, 기업가정신인가? 
경제, 생산 ⦁ 소비 ⦁ 투자 ‘트리플 쇼크’로 ‘장기 불황’ 조짐



 우리나라 성장엔진(전자, 자동차, 조선) 경쟁력 상실

 갤노트7 쇼크…3조600억원 손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후폭풍
…커지는 ‘고용불안’

 노조파업에 리콜 리스크…안팎으로 제동 걸린 현대자동차



30대 그룹 신규인력 채용실 적 및 계획



 대 중소기업 대졸 신입 채용 여전히 ‘미흡’





• 3포, 5포, 7포 세대 ….. N포 세대 !! 

•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다..편하게 성장해서”

•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할 텐데..!!

일본 기자 야마오카 다쿠…사토리 세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젊은이들>

Ⅰ. 대학의 역할과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상황 : ‘자포자기’



• 미취업 대학졸업자 수가 13만명에 이르러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학 졸업생 55만7천명 : 취업자수 34만5천명, 
실업자 13만1천명, 대학원 진학 9만5천명
(2015년 교육부 취업통계 연보)

-> 고용없는 성장시대 맞아 경제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청년 실업’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전적 창업의식 부족 : 창업실패의 두려움

전국 4년제 113개 대학생 3,861명 조사

창업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41.8%) 

② 실패에 대한 두려움(33.0%) 

③ 자금확보의 어려움(21%)   

(자료 : ’14.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 여의도 연구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팽배’

(자료 : 과학창의재단 2013 12)



 글로벌 기업가정신 ‘쇠퇴’…..에스토니아, 칠레보다 뒤져

* 자료 :  GEDI 2017

순위 국가 GEI 순위 국가 GEI 순위 국가 GEI

1 미국 83.4 11 핀란드 66.9 21 카타르 58.0

2 스위스 78.0 12 독일 64.9 22 노르웨이 55.9

3 캐나다 75.6 13 프랑스 64.1 23 에스토니아 55.5

4 스웨덴 75.5 14 오스트리아 63.5 24 싱가포르 52.2

5 덴마크 74.1 15 벨기에 63.0 25 일본 51.7

6 아이슬란드 73.5 16 대만 60.7 26 슬로베니아 51.5

7 호주 72.5 17 이스라엘 59.1 27 대한민국 50.5

8 영국 71.3 18 칠레 58.8 28 리투아니아 49.6

9 아일랜드 70.0 19 UAE 58.8 29 포루투칼 47.2

10 네델란드 67.8 20 룩셈부르크 58.1 30 사우디아라비아 47.2



 그래도 희망은, 정부, 초 중 고등학교 기업가정신 정규과목 채택



 당신의 선택은?

1982년 2013년 2015년

5년 내 일자리는 500만개가 사라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65% 현재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다보스포럼 2016년)



참고 : 한국고용정보원(2012), 대학생 창업활동 및 지원제도 현황 분석, 통계청(2013)자료 재분석 , 김진수교수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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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평생 직업의 지름길 찾기



 기업가정신 석학 다니엘 아이젠버그의 기업가정신 메시지

 혁신적이지 않아도 된
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
다.

 젊지 않아도 된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성공한 창업가가 될 수 있다

“’혁신’만이 기업가정신은 아니다. 중
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성장(Scale up)
을 달성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남들이 문제로 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발현 사례가 ‘창업(Start up)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반드시 창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개인의 역량

 끝내며…..기업가정신,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

기업가정신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