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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변화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40대 노인”

– 다수부위 관절염

– 머리의 상처

– 치아상실

– 독립생활 불가능

• 생존의 미스터리

3

라 샤펠 오쌩의 네안데르탈인 (1908) - 고인류학자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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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1820년 - 40년간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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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체계화된 과거경험)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100 Years of America's Top 10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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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I. VIX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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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II.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9

이 회사는 항공기 제조사인가, 자동차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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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스타트업



우리나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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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엔진이 멈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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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낮은 노동생산성이 문제



14

최근 수년간 아파트 주도 성장을 경험해 온 한국



15

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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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교사 + 뛰어난 학생 + 닫힌 교육과정과 규제 = 매우 부진한 교육 혁신

Innovation Everywhere!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산성 향상)



최초의 起업가 Historical Entrepreneurs

▪

▪

▪

Marcus Licinius Crassus (115 BC – 53 BC)

Christopher Columbus (1450 – 1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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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경제학과 Entrepreneurship

•

•

•

신고전파

(신) 오스트리아 학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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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 Schumpeter

Entrepreneur의 역할

•

•

Schumpeterian Econ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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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Innovation by Creative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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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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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기업가정신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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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e & Venkataraman (2000)

•

–

–

•

–

–

•

–

–



Entrepreneurship 연구의 조망 inspired by Coleman’s bathtub*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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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생태학 organization ecology

•

•

–

–

–

•

–

사회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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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연구의 조망 inspired by Coleman’s bathtub*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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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기반의 연구들

•개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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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기반 연구의 발전

개인수준

•

조직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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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접근

사회적 자본이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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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연구의 조망 inspired by Coleman’s bathtub*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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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이론

경영전략이론의 기반: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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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기반의 연구

Entrepreneurial Orientation 이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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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처럼…

Entrepreneurship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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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Theories 

Lean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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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odes - Process of Innovation 

Measure

IDEA

Data

Learn Build

Measur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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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odes - Process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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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Startup Lean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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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아산 정주영의 목소리



42

문서번호 문서명 날짜

1 체육관개관훈시 1977-01-13

3 상황실훈시 1977-10-16

4 현장조반장훈시 1977-10-08

6 특별훈시 1978-10-14

7 특별훈시 1979-05-22

8 회장님훈시 1978-05-22

9 특별훈시 1979-11-10

10B 회장님특별훈시 1979-12-26

11A 특별훈시 1980-04-11

11B 특별훈시 1980-04-11

12A 특별훈시 1980-06-06

12B 특별훈시 1980-06-06

13 특별훈시 1980-10-15

14 특별훈시 1980-10-15

15 현대여고강연 1981-05-00

16 특별훈시 1982-01-06

18 정몽준사장취임식 1982-05-19

19A 특별훈시 1982-10-28

19B 특별훈시 1982-10-28

21 아시아경기파견결단식 1982-11-08

22 대졸기혼신입여사원오찬인사 1983-01-12

23
회장님그룹임원및
종상해외지사장이상임원직원특
강

1983-01-07

24 특별훈시새마을회관 1983-01-08

25 설계직원훈시 1983-02-11

26 임원관리,부장,조선부서장훈시 1983-03-02

문서번호 문서명 날짜

27 플랜트철구탑설계직훈시 1983-02-12

28 생산 4급이상특강 1983-02-28

34 부산강당특강 1984-04-26

35 조선부서장타사업중역이상회의 1984-04-00

36 회장주제확대회의 1984-06-09

37 회장주제부서장회의 1984-06-09

40 동아일보특별세미나 1983-11-11

41 조선부장주역주재회의 1984-04-26

42 특별훈시새마을회관 1984-06-23

43 상무계열공장장주재회의 1985-04-11

44 특별훈시 1985-04-12

45 계열공장장관리중역업무보고 1985-07-12

46 중공자동차계역중역이상훈시 1985-07-12

48 전국교육장특강질의응답 1985-07-12

49 전국교육장회의강의 1985-08-13

50 회장님특강 1986-01-11

52 제30회현장교육연구대회특강 1986-11-06

53 회장님특별훈시 1987-08-06

54 회장님특별훈시(조장급전사원) 1987-01-21

문서번호 문서명 날짜

55 회장님특별훈시 1987-11-04

56 회장님특별훈시 1983-03-02

59 영빈관잔디밭훈시 1988-06-28

60 회장님특별훈시 1988-09-28

61 회장님특별훈시 1989-09-18

62 국제사회변화와한국경제의전망 1990-01-29

63 임원간담회연설 1990-01-29

64 회장님특별훈시 1990-07-07

65 회장님특별훈시 1990-08-13

66 회장님격려사 1990-08-13

68 회장님노무관리회의 1991-01-08

69 회장님연설 1991-01-09

71 회장님회의 1991-02-19

72 회장님특강 1991-10-30

73 회장님특강(A,B)

74 회장님특강?

75 회장님특별지시(서울사무소)

76 회장님치사

77 현대그룹의식개혁실천대회(대회사)

도서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1 시련은있어도실패는없다 정주영 제삼기획 1991

2 아산 정주영어록 정주영 삼련서점 2002

3 이땅에태어나서 정주영 솔 1997

분석 대상 자료 - ‘직접’ 자료 (녹취록 63건, 자서전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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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법 -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토픽모델링: 방대한문서로부터주요토픽을발견하는기법

•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1) 몇가지토픽이있고,  토픽별단어의비중이정해져있다고가정

(2) 각문서를구성하는토픽의비중이정해져있다고가정

(문서작성과정에대한가정) 각단어를어떤토픽에서취하고, 그토픽에서어떤단어를

고를지를확률적으로선택, 실제로는각문서에출현한단어 정보만을토대로토픽별

단어의비중(1)과문서의토픽비중(2)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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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분석을 중심으로 유의어·연관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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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분석 Similarity Analysis

•

•

예) MAN = (1, 3), WOMAN = (2, 4), KING = (2, 1), QUEEN = (3, 2)일때,

Q) MAN – WOMAN + QUEEN ?

A) →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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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 분석 Association Rule Mining

상품의동시구매패턴을파악하기위해고안되었으며, 현재는연관

키워드분석등으로적용범위가넓어짐

• 연관성의정도를파악하기위해다양한척도들이사용됨

지지도 (Support)

Support(A → B) = (상품 A, B의동시구매건수 )   /   (전체구매건수)

신뢰도 (Confidence)

Confidence(A → B) = (상품 A, B의동시구매건수 )   /   (상품 A의구매건수)

향상도 (Lift)

Lift(A → B)= ((상품 A, B의동시구매건수 ) x (전체구매건수))   /   
((상품 A의구매건수)x(상품 B의구매건수))

• 실제분석에서는다음의조건을만족시키는패턴중신뢰도가큰

패턴을사용함

• 향상도 > 1        지지도 > 주어진임계값



유효어휘 818개 핵심어휘 3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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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 빈도분석(워드 클라우드)



유효어휘 1280개 핵심어휘 4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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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 빈도분석(워드 클라우드)



토픽키워드

원문 (예)

• 그러나 자원을 가지고 있다해서우리가 과거모든경제가 발전하는 여러나라를 보면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나라만이 꼭잘사는건아닙니다. 오늘날 자원을 가지고 있지못한나라가 또

자원을 가지고 있는나라보다 그국민의 결심에 의해서 그국민의자세에 의해서 잘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그런것을보면은 자원이 그나라를 발전시키거나 부를이루거나 행복하게 살게하는것이

아니고 그지역에 사는국민이 노력을 할수있는능력을 가진그국민이 부를이루고 행복하게

살수있다. 이렇게 될수있는것이현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 이것을 극복해야 할현재, 우리가 사는현세대 우리들이 걸머지고 있는한큰임무입니다. 

그러나 나는한국국민이 여러가지어려운 여건이 있지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경제는 될일보단 안될일이많습니다. 모든것이안될수있는

조건은 다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자원이 하나도 없는이런

여건속에서 세계에서 가장그나라국민의 소득 GNP에비해서 가장많은군사비를 지출한

나라중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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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 Brico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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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 Brico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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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 Bricolage 



토픽키워드

원문 (예)

• 이를테면 반도체산업, 통신, 위성통신, 그리고 이부가가치가 높은산업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함으로써 그런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미약하지만은 자본과 기술의 집약

산업쪽에다힘을써야됩니다. 그래서고임금을주더라도충분히세계경쟁력이있어야됩니다.

• 오늘날 첨단산업기술이 발전되어가지고 모든위성이 달에갔다가 달을탐사하고 다시지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소련은 달에는 갔지만, 달에가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인공위성이 세계의 모든전파보급이 정말지상곳곳에서 볼수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첨단기술 정보산업의 의지로서 오늘에 이른것입니다.

• 때문에 한국의 작년앞으로 20년있으면은 우리가 여러가지문제가 있는것은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기술과 자본의 투자이를테면 수주함, 이를테면은 기술과

자본의 투자가 모든우리선진국과 대등한 경쟁기능을 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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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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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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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혁신성



토픽키워드

원문 (예)

• 이것은 여러분께서 확실히 하나분명히 알아둬야 할것은기업은 그기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지만은 기업의 이익은 누가가져야 하는것이중요합니다. 기업은 기업가가 운영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업의 이익은 누가가지고 있느냐하면은 국가가 가지고있습니다.

• 기업의 이익을 그리고 30%를재투자해서 이익을 더내어서 나라에 더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아무리 커져도 이익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하나도없어요. 

정부가 지정하는 대로그해세법을 정치에서 맨드는 대로하게되는거지요.

•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시장을 넓히고 외화를 더벌어서 우리가 빚진외화를 갚고나라에 세금을

더내서모든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정부가 많이벌수록 70%를정부가 갖는다고 했지요.     

더많이투자할수있는데 그걸가지고 기업이 커지고 또대기업이면 대기업들이 서로경쟁해

가지고 서로더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경쟁심이 그사회나 국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경쟁속에사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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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경쟁적 공격성



토픽키워드

원문 (예)

• 한국경제는 세계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서 밖의부를긁어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세계시장에 나가경쟁할 수있는힘을가져야 한다.

• 우리는 과거보다 더많이노력하고 개선하고 능률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세계시장을 우리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미국일변도 시장으로

장벽에 부딪힌 우리의 무역시장도 하루빨리 다변화시키도록 다같이진력해야 한다. 

• 나의목표는 성능면에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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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경쟁적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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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경쟁적 공격성



토픽키워드

원문 (예)

• 우리는분명히이러한모든어려움은항상우리가일해나가는가운데언제든지대기하고있는

것입니다. 이모든어려운일은우리들이각자가자세가올바로되어있고모든노력이계속된다고

하면은그어려움은아주쉽게슬기롭게극복해나갈수있다고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 우리에게노력하고그일을해결하고그일을향상시키려는노력의부족에서우리는침체되어있고

일본사람들한테비해서훨씬뒤져있고훨씬낙오된생활을하고있는겁니다. 이것은우리들이

각자가노력을하면은모든문제는다해결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 그래서우리는현대중공업, 현대조선앞으로세계가불황이기때문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는우리가합심하고각자가자기하는일에노력을집중만한다면어려운

문제는하나도없다고나는생각합니다.

• 우리는그생활에있어서자기가사는위치에있어서자기의존재를뚜렷이나타내도록각자가노력을

해야지합니다. 우리가모든공동의문제를자기가협조하지않는것은자기자신이자기를멸시하고

자기존재를무시하게자기자신이자포자기하게만드는것입니다. 우리는우리사회나우리모든

국가가어떠한지식을들고부르짖으면우리는솔선해가지고참여하고거기에참여하는일원이

되어서뚜렷하게각자가자기의위치의사명을다해야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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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로 태어나서도 맑고밝은마음으로 존경을 받아가며 사는이사회의 중요한 일꾼도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지육신으로도 인생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일생을 사는이도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류의 모든훌륭한 발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주도되어왔다는 것을잊어서는 안된다.

• 인간은 누구나 자기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있는능력을 갖고있다.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한번눈여겨보기 바란다. 그들은 모든일과모든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못마땅하고 자신이 처한현재상황이 다님의탓이라고 투덜거리며 화내고,

된다는 일은없고다안된다는 일뿐이며，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미움과 의심이 가득

찬얼굴로 사는사람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사람은 세상에 대한불평과 증오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느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능력발휘를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과 실패만을

되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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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30년간성장하면서 우리 ‘현대’는 우리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또한이나라

모든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 우리 ‘현대’는 장사꾼 모임이 아니다. 이나라발전의 진취적인 선도역할과 경제건설의

중추가 사명인 집단이 우리 ‘현대’이다. 나는만약우리 ‘현대’가 그역할을 하지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뒤떨어져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나라경제발전의 제2，제3의경제도약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기업은 절대적으로 ‘현대’라고 나는생각한다. 그것이 내가심어놓은

‘현대’의 정신이고 사명이며， 국가에대한막중한 ‘현대’의 의무이다. 

• ‘현대자동차’와 ‘현대조선’이 해냈고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의 모든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건설업이 자체의 능력으로 근대화하고 앞장서 경제건설을 했기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세계은행 보고서’ 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중추적 역할에서 다른

어떤기업보다도 우리 ‘현대’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나는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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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 것은자기의 발전과 자기가 이끌

수있는사람의 발전을 안겨줄 수있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직장의 최대임무입니다. 그래서

나는여러분께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때는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한 때는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항상생각을 하면서 또자기에게 달려있는 몇사람이던 몇십명이던

간에그사람들을 발전시킬 수있는그지도적인 책임을 다해야된다. 나는그렇게 생각합니다.

• 나는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거는우리는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자신

하나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모든일을항상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소임을 항상생각하면서

자기맡은그일이우리가 누가가치있는발전을 시키냐 하는것을항상생각하면서 일을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직장은 우리인간의 한수련의 장인동시와 우리인간의 발전의 장입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그직장을 통해서 모든것이발전되며 그직장을 중심으로 해서모든가정이

번영하며 우리는 그후손들이 번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직장은 그직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단결과 노력에 있어서 발전여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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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자신의여건을 불행하게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불행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어떤어려운 시련속에서도 그것이 자신이 발전할 수있는좋은시련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잘발전하며 행복하게 살수있다고 생각한다.

• 근로자는 어느수준까지는 임금을 보장받아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법이다. 임금을

높이는 것이채산성을 떨어뜨리는 것과직결된다고 생각할 수도있지만， 어느선까지는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채산성도 높일수있는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신의 현재능력으로 받아야 할임금은 이정도라는 자기기준을 갖고취직을 한다. 취직할 때,

임금얘기로 취직자체를 못하게될까두려워 말없이 저임금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임금수준이 되기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능력을 100% 발휘하려 하지않는법이다. 

교육을 받았건 못받았건 누구나 자신

• 이것이 신용이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주작은일에서부터 바른생각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신용은 저절로 싹이터자라기 시작해서 부쩍부쩍 크고있을것이고, 

그러다 보면어느날엔가는 말하는 대로의심없이믿어주는 커다란 신용을 갖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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