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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의 시대

과연 우리가 도전해 볼 가치가 있을까?”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이 호 승

vandy@gachon.ac.k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제안] 책상에 다리 올리자, 다리를 꼬고 듣자만일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STEAM이 뭘까요?우리는 왜 STEAM에 관심이 있을까요?Elly에 대한 설명영어 이름 만들기 (Ni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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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Introduction of Myself



Page | 3

[ Life at School ]

< 휘문고 > < 서강대학교 >

< (미) Vanderbilt대학 > < 삼성전자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휘문고: 영어/수학 잘함, 암기과목 못함    -> (예) 한국사, 그걸 외워서 뭐하지??    -> 그러나, 다 배우는 이유가 있음     -> 문제는 아무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음 – 그래서 재미없음 (설민석 강의)서강대학교 수학과 선택 일화      -> 계열로 들어감 (이학계열)    ->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함 (수학과를 선택, (이유) 친한 친구가 선택을 해서 따라 함)    -> 공부 정말 재미 없었음 - 전부 외워야 함유학을 떠나기로 결심/집안의 온갖 반대에 부디 침     -> 그래도 가기로 함 (이유: 막연하게 뭔가 있겠지)    -> USF 사례    -> 문화충격 – 지도교수와 다리 꼬고 토론 함 (Freedom)    -> 미국 15위 정도 대학, 강의를 잘한다고 상도 받음    -> 졸업이 가까워서 ‘취업-교수, 연구소’ 등에 대한 고민    -> 막연하게 뭔가 실질적인걸 해보자 (Practical)    -> 경제과 김철수 박사 (IMF) (Global Mind)삼성SDS/삼성전자에서 약 20년을 있었음    -> 정말로 많은 일을 했음 (높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 의지로 했음    -> 나중에 내 자손에게 자랑할 수 있는 뭔가를 남기자 (명예)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많다고 짤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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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my Life ]

< Samsung Health > < 바이오/의료 SW >

< 진단용 DNA Chip 분석 시스템 >

< 의료기기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삼성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으며,    주로 Mobile Health, 의료, 바이오, Software 분야에서 일을 함특히 Galaxy에 들어가는 S-Health는 내가 처음시작하고 만든 것임    -> 왜 어떻게 그걸 생각했을까?    -> 1997년 강남 성모병원 얘기를 함, 사람들이 cell phone을 항상 지니고 다님    -> Cell phone을 통해, 누군가가 나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면,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함    -> 질병 예방, 정신 건강, 건강하게 오래 살기2006년에 ‘암 진단’ 판정을 받음    -> 2008년에 중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음    -> 사람을 살라는 일을 해보자 마음 먹음    -> 암 조기 진단을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갖고,         피를 사용하여 암을 진단하는 기술과          X-ray, 초음파 등을 찍어서 암이 매우 작을 때 발견하는 기술/사업에 대한 일을 함---아직도 사람 살리는 일과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음     (옥을 찾는 일에 관심 – It is just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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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Teachers of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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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중간고사시험 미술 (1978년)

성명: 이 호 승

문제1) 지난번 언덕에서 날린 ‘종이비행기’의 궤적을 그리세요

문제2) 지난번 언덕에서 날린 ‘병뚜껑’의 궤적을 그리세요

[ Freedom ]

< 휘문고 미술선생님, 1978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서울대 3대 괴짜위안부 할머니 만화 전을 여심미술을 가르치셨는데,    보통은 물감이나 크레용을 갖고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미술수업 시간에 하는 일이었음   백재동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노트를 5장 찢으라고 하시며,   당연히 아이들이 의아해함,,그 순간 종이 비행기를 접으라고 하시더니,,,나가심   다음 미술시간에는 병뚜껑을 5개씩 준비해 오라고 하심   (드디어 아이들이 이분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함)   셋째 미술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심   당연히 종이 비행기와 병뚜껑을 갖고,   그리고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하늘로 날리라고 시키심. 그리고 교실로 들어옴.   드디어 기말고사 시간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가 나옴.   과연 ‘수’를 맞은 답은 어떤 것일까요?   Keywords는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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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ation ]

< 언론인, Thomas Friedman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Globalization의 뜻이 뭘까?  ‘세계화’   Thomas Friedman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언론인이며 작가임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현재의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 라는 제목임      그러면 과거의 세상은 어땠나??   세상이 평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 일까요???   내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가 1989년 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먼저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서를 보내 달라고 편지를 보냄’ (2주 걸림)   지원서를 작성하여 다시 보냄 (2주 걸림)   다시 한 달이 걸림 (의사결정)   … 약 6개월 이상 소요됨   지금은 어떤가??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에도,   Internet 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homepage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download를 받고,   1일 동안 작성해서,   학교 homepage에 upload를 하면 됨 (3일 걸림)    과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일부 지식인,  돈이 많은 사람, 정치가 등에게 만 알려졌으나,   지금은 일반인들도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아니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은 평평하다.   즉, 공평해졌다.---- 세상이 평평하다는 매우 쉬운 예는, ‘한류’ 입니다.---과연 세상이 평평해진 것이,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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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lobally ]

< 기업인, 김우중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김우중 회장은,   과거 대우그룹의 회장이었으며,    대우그룹은 지금의 삼성그룹과 같은 정도의 회사임   과거엔,   일본, 미국등과만 무역거래를 하였으나,      김우중 회장은,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니,   뭔가를 만들고 가공해서,   이들에게 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팔자는 의미 입니다.   그 동안,    미국 일본에 만 팔아왔던 것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도 팔자는 것 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Keyword가 무엇 입니까??   지금 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고 경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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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eavour ]

< 발레리나, 강수진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첫째 미덕은, ‘노력’ 입니다.---발레리나: 강수진    1967년 04월 24일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입단---<talking points>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BE-oGp5y0
https://www.youtube.com/watch?v=IFBE-oGp5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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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of Thought ] 

< 유학자, 이율곡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둘째 미덕은 ‘생각의 크기’ 입니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이율곡 선생   조선시대 학자/정치가 (1536~1584)   이름은 이(珥), 호는 율곡(栗谷), 시호는 문성(文成)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이론을 주장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연원을 열었다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격몽요결(擊蒙要訣)》《율곡전서(栗谷全書)》------------------------------------------------------------<talking points>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있기 전,    선조는 매우 무능한 임금이었고,   왜구들이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하들은 분열되어 있고,    율곡은 ‘십만 양병론’을 들고 나옵니다.---이게 대체 왜 놀라울까요??대체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조선의 명 문장가 입니다. 천재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E0h2iQkrRc&list=PLWpltBGF2xy9RNiGFf0JSiXuqBvetiz33
https://www.youtube.com/watch?v=yE0h2iQkrRc&list=PLWpltBGF2xy9RNiGFf0JSiXuqBvetiz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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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

< 정치인, Bill Clinton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셋째는, ‘유연한 지적 능력’ 입니다.   과연 지적 능력이 뭔가요?  IQ가 높은 건 가요??   구체적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노벨상을 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재미있었던 사실이,    ‘문과과목 및 예능과목’ 들을 잘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클린턴의 경우,   ‘수학’을 잘했다고 합니다.---- Bill Clinton   1946년 08월19일   정치인/전직 대통령   힐러리 로댐 클린턴(배우자)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1993~1997) 제42대 미국 대통령   (1997~2001) 미국 대통령 재선-------------------------------<talking points>Bill Clinton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매우 순발력이 좋고, 논리적이고, 똑똑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내가 이 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몇 달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백악관 관련 서적을 3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분의 실수는 ‘인턴’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악관 안에서,,   재미있는 건, 그래도 탄핵을 안 당했다는 점 입니다.   왜??  나라의 상태가 매우 좋아서,,---

https://www.youtube.com/watch?v=itKPWt2RklI
https://www.youtube.com/watch?v=itKPWt2Rk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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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

< 방송인, 나영석 PD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다섯째는, ‘Story를 만드는 일’ 입니다.   대체 story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 일까요?   왜 이분이 만든 방송을 보고 있으면 쉽게 공감이 되고 즐거울까요?   왜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많이 웃기지도 않고, 많이 감동적이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무겁지도 않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풀어냅니다.   이를 위해 매우 적절한 Character를 선정 합니다.   그러면, Story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창작입니다.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등 등 등---- 여러분 들도 ‘나만의 Story’를 만들기 바랍니다.---나영석 PD    1976년/충북 청주에서 태어남    방송 프로듀서이다.     작품: 해피 선데이, 1박 2일,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등---

https://www.youtube.com/watch?v=UqLD_01-800
https://www.youtube.com/watch?v=UqLD_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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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ship ]

< 정치가, Barack Obama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여섯째, ‘Leadership’ 입니다.   obama는 흑백 혼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흑백 혼혈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흑인 쪽도, 백인 쪽도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백인들에 비하여,    따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흑인들이 누구 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팔려 온 노예들의 후손 입니다.   노예의 자손 들이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노예의 자손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들을 거느리며,   미국을 잘 통치해나갑니다.   화합의 Leadership을 잘 보이면서,   백인들로 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Obama는 훌륭한 아내를 누었고,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Hilary Clinton을 위해,   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ZNWYqDU948
https://www.youtube.com/watch?v=4ZNWYqDU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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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husiasm ]

< 미래사업가, Elon Musk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미국의 미래형 사업가 입니다.   현재 3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사업 입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팔리게 됩니다.   둘째는, 우주 여행 사업입니다.   우주여행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폴로가 달에 갔다 올 때에,   처음엔 로켓을 쏘았는데,   돌아올 때는 매우 작은 배의 형태로 지구에 귀환하게 됩니다.   즉 우주선은 ‘재 사용’이 불가능 함   즉, 우주여행 사업의 수익성은,   우주선의 재사용성에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Elon Musk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연현상을 이용한 무공해 에너지 발굴을 준비하고 있음.   ‘태양, 바람, 조력, 지열’ 등을 활용한 신규 에너지 발굴 추진 중   Elon Musk는    특히 Hard Working 으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Elon Musk   (생일) 1971년 06월 28일,    (출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속) Space X 최고경영자, Tesla Motors 대표이사, Solar City 회장   (학력) Stanford 대학교 대학원 중퇴---

https://www.youtube.com/watch?v=QygpaIJclm4
https://www.youtube.com/watch?v=QygpaIJcl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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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 혁신가, Apple CEO Steve Jobs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넷째, ‘Steve Jobs’ 입니다.   이분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이분의 인류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가요?   PC와 Smart phone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문서 작업을 하다가,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파일을 산택하고,   끌어다가 어디에 버립니까??   휴지통에 버립니다. (이러한 생각이 쉬운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폭탄이 터지듯이,    불꽃을 피우고 없어지게 할 수 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분은 일을 할 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 심리학을 한 사람, 예술을 한 사람 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세상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 갖는 중요한 의미 입니다.)---- Steve Jobs:   1955~2011   기업가   사생아   혁신가 (Mouse, GUI)   태어나자 마자 입양   대학중퇴   인도(불교/선)----------------------------------<talking points>내가 이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분이 세상의 중요한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해놓은 일들 중에,    관찰력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혁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반드시 Stanford 대학 졸업식 연설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봅시다.---‘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것이 대체 무슨 얘기 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7aA17H-3Vig
https://www.youtube.com/watch?v=7aA17H-3V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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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 sing”

- Steve Jobs, Washington Post, 2014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pple의 DNA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애플이 매우 훌륭한 회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면 대체 이 회사는 어찌 그리 잘할 수 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Steve Jobs는 답을 하길,,,    ‘Apple의 DNA = Technology + Liberal arts + Humanities’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의 교육기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Technology는 글자 그대로 ‘기술’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Software를 만드는 기술 입니다.   2) Liberal arts는 인문학 입니다.       과연 지금 세대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인문학의 목적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인문학은 하나의 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됩니다.      즉, ‘Technology +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3) Humanities는 ‘인류애’ 입니다.       즉, 인간들을 사랑 하는 마음이고,       인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학문 입니다.       즉, ‘Technology + Liberal arts + Humanities’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하자 입니다.       Apple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 합니다.      좋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때로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 암기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암기를 못해요,,신기하게도,,            어설플 수 있지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 (공부 = Technology)도,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끼워 넣으면,      매우 의미 있어지고,       또한 재미있어 집니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STEAM의 목적 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대는 못 들어가도,      Harvard는 갈 수 있는 겁니다.---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세상은,기술과 휴머니즘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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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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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Value ]



Page | 19

[ Revenue per Employ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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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 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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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 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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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 Human ]



Page | 23

[ Intelligence & 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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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on & Human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Postit은 3M 이라는 혁신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   스카치 테이프를 만들었었습니다.   테이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잘 떨어지면 안됩니다.   오래 동안 붙어 있어야 합니다.---회의할 때 메모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 결정 사항을 다 기억할 수 없어서,   메모지를 사용해 봤더니,   잊어 먹고 도망가고, 분류도 잘 안되고,,등등   그래서 메모지에 테이프 기능을 넣었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잘 안 떨어지는 테이프가 아니라,   잘 떨어지는 테이프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번 붙였다 띠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핵심 기능입니다.---테이프의 원래 개념과 Postit의 테이프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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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Quiz]

< 사람과 숫자 >

길거리에 아래와 같은,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자전거들이 많다.

어느 자전거 도둑이

번호 자물쇠를 풀어서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옆 자전거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뭘까요?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퀴즈의 목적은 ‘숫자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매우 사소한 일이 지만,   사람들의 본능과 숫자 사이의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에도,   때때로 규칙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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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ducation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에 대해 들여다 보았습니다.   미래기술, 사람의 특성, 아이디어, 통찰력 등등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입니다.   교육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일까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일까요?---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그 교육의 의미는 학교 밖,   현실에 있다는 사실이며,   공부한 것에 대한, 의미를 학교 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하면,   우리는 Steve Jobs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technology + liberal arts + humanity’ 라는 사실이며,   더 간략히 정리하면,   기술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 입니다.---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STEAM을 잘 배우고,   현실 생활에서 응용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느껴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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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Issues, where w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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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ng Society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둘째 미덕은 ‘생각의 크기’ 입니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이율곡 선생   조선시대 학자/정치가 (1536~1584)   이름은 이(珥), 호는 율곡(栗谷), 시호는 문성(文成)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이론을 주장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연원을 열었다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격몽요결(擊蒙要訣)》《율곡전서(栗谷全書)》------------------------------------------------------------<talking points>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있기 전,    선조는 매우 무능한 임금이었고,   왜구들이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하들은 분열되어 있고,    율곡은 ‘십만 양병론’을 들고 나옵니다.---이게 대체 왜 놀라울까요??대체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조선의 명 문장가 입니다. 천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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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Birth rate ] 

https://www.youtube.com/watch?v=Ho46h-UnmHA
https://www.youtube.com/watch?v=Ho46h-Unm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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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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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n & 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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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Name: Uber

 Industry: Transportation

 Founded: 2009

 CEO: Travis Kalanick (2016)

 Headquarter: San Francisco

Uber

 Company Name: Make School

 Industry: Education

 Founded: 2012

 CEO: Jeremy Rossmann

 Headquarter: San Francisco

Make School

[ Startups in the market ] 

[Uber Drive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First startups is well-known Uber, which offer transportation service company with mobile app.In order to use Uber, all you need to do is to open the passenger app from smart phone, Key-in the destination and request the uber driver nearby, that’s simple.Let me share my experience.Last July, I was in California for job interview and used Uber service.Cool thing is that uber is almost 20~30% cheaper than regular taxi service.So, Technology: passenger/driver’s app with GPS, Routing algorithm, Rating driver.Understanding human: they likes to have cheaper dealLove for human: (for passenger’s security) background check for driver and driver rating systemAny comments and thought for this matter.---Second startup is Make School. This is an educational startup and they teach computer science and coding to make App.They are insisting that (1) we don’t teach theory, we are teaching how to make something real/practical,(2) you may get into companies like, Apple Google Airbnb if you graduate Make SchoolAnd also, (3) they are saying that they are producing creative computer programmer.So,Technology: ?? (Computer science curriculum for producing creative programmer)Understand human: in nature, people want to be creative and also, company wants to hire creative peopleLove for human: students may have better chances for getting jobs at silicon valley,                              by offering creative education to their students, they may provide something very useful Apps for the worldAny thought or comments.-----------------------------

https://www.youtube.com/watch?v=dq95iAF90Jc&t=7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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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Name: wework

 Industry: Real Estate

 Founded: 2010

 CEO: Adam Newman 

 Headquarter: New York

wework

 Company Name: Noom

 Industry: Healthcare

 Founded: 2008

 CEO: Jeong Saeju

 Headquarter: New York

Noom

[ Startups in the market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ird startup, wework, this is rather strange startup but it make sense in many ways.Nowadays, tons of startups are popping out here and there, mostly they are poor and so they wish to save money for rent office.So they are selling office space and facilities to operate startup companies.And also, they started this biz in New York where the office rent is incredibly expensive.So,Technology: AppUnderstanding human: when people are gathering at something, there are many biz chances (for say, for the case of facebook, lots of people are using facebook everyday, so they are selling mobile advertisement for making money)Love for human: poor startups can have office space and so, they can functions like real company (printer, network, refrigerator,,,)---The last startups, Noom, this is a healthcare startup company.Nowadays several companies are selling wearables, like smart watch or wrist band type mobile devices.This is a watch and also, they have sensing function for the body, they are checking HR(heart rate, step counts and so on).People are using and checking those numbers, but pretty soon so what?That’s why wearable biz start to shrink quickly.So, Noom offer healthcare services for those people who uses wearables and mobile phones.They start to sell ‘mobile weight management service’ in the market.Well,Technology: App, healthcare serviceUnderstand human: for example, people tends to buy something fancy at first, but if they do not offer meaningful value for them, they do not use itLove for human: help people to lessen their weight and therefore, they can uplift their confidence level in people’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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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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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for fail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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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Gachon Startup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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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hink like amateur, Act like professional -

Convergence

Collective
Intelligence

Even & Flat

Creativity

Challenge

Diversity

Human-centered

GLocal = Global +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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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model
- Think like amateur, Act like professional -

 We will build projects wi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talents and also,
with the collaboration from industry expertise.

Inputs GSP (Black Box) Outputs

Startups

Professionals

Higher
EducationEvolutionary

Prototyping

Fast
Company

Product
Design

Working
Prototype

Products/
Services

Students

Professors

External
experts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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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Entrepreneurship & Industry experience -

Soft-Landing
winning GLocal startup challenge

Local Social

• Samsung Electronics

• Naver D camp

• Asan-Nanum

• University

• EO
(Entrepreneur’s Organization)

• Microsoft

• Google 

• UNICEF

• SAP/UNLEASH

• Samsung Electronics
(C-Lab)

Global

By winning startup challenges,
Startup incubation & Business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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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tem
- AI AR Blockchain Health Robotics IoT -

Service platforms on Blockchain

“Customer-data will be assets of customers”
“People trying to be healthy are to deserve credits in many ways”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y] [Digital Healthcare] [Internet of Things] [Blockchain/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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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

Name/Picture Nickname Department Student ID Role

이호승 Elly 글로벌경영학트랙 Supervisor

김 Richard (전) 삼성전자 Software Dream Team Dev

강 Bernard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11- Dev

강 Branden 산업경영공학과 2012- Dev

김 Miller K 컴퓨터공학과 2014- Dev

김 Dana 바이오.나노학과 2016- BD

김 Khan 글로벌경영학과 2016- BD/Leader

김 Albert 산업디자인학과 2015- UX/CX

김 Rex 산업경영공학과 2012- BD

문 Chloe 산업디자인학과 2017- UX/CX

박 Maxine 산업디자인학과 2014- UX/CX

박 Kerren 산업디자인학과 2016- UX/CX

양 Chris 소프트웨어학과 2011- Dev

윤 Sora 글로벌경영학과 2014- BD

이 Hailey 소프트웨어학과 2014- Dev

정 Connie 바이오.나노학과 2015- BD

조 Jay 컴퓨터공학과 2012- Dev

조 Denny 바이오.나노학과 2012-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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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관리

BLOCKCHAIN REWARD

가상화폐 인공지능

Blockchain Project I

 당뇨 환자에게 맞춤 운동량과 Reward를 제공, 건강한 삶을 지속하게 함

▪의료 Blockchain 분야의 ‘First Mover’로 자리 매김기대효과

 질환자의 ‘정보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여 의료 Paradigm을 변환

▪사회적 비용 절감, 데이터 유통 생태계, 복지 서비스 연계

[ Blockchain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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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fication

Blockchain

Group

AI

FLAMINGO는블록체인을기반으로

기존의 고독했던 다이어트를 ‘같이해서’ ‘가치있는’다이어트로바꾸어 줍니다

 블록체인을 그룹 다이어트에 적용한,

‘Novel Blockchain Application’ 발굴

 그룹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자신감을 고취하여, ‘삶의질’향상을 목적

< 기 대 효 과 >

[ Blockchain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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