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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학력과 경력 

 
• 서울대 재료 공학 전공, MIT 슬론 스쿨 MBA 

• 듀폰 코리아 이사 – 아시아 전자재료 비즈니스 총괄 

• 상고방 합작법인과 PPG 코리아에서 CEO 역임 

• 코닝 미국 본사 전략담당임원 

 

• 현재 

 
• 김현중 3i 경영연구소 소장,  중국 푸단대학 객좌 교수 

 
• E-Mail : 3ileaders@gmail.com             010-881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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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떻게 진행하지??   

 

고객의 시각에서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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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강은 1+ 3 입니다  

 

1가지 새로운 관점 – ‘바운스 백’ 
 

 

3가지 핵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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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 의 시대. 

그래서 누구나 □□ 한다.  

메시지 1  



insight innovation inspiration 

현대는 실패의 시대. 

그래서 누구나  실패한다.  

메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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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율?    

2013-12-24 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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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율? 실패율?   

 
신규 사업, 신규 프로젝트 성공율 ?   
 

 
~ 5%  

 
 
헐리우드 영화 성공율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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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CEO 는 이렇게 말한다    

 
2012, 1월 미국 라스베가스 CES 
 

Innovation 세미나  

Xerox CEO  ( Ursula Burns )    ‘실패’라 부르지 말고 ‘실수’라고 부르자 

Ford CEO (Allan Mulally)          실패를 해 봐야 뭘 개선할 지 알게 된다.  

              그래서 실패는 개선의 원동력이며, 혁신 가운데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Verizon CEO (Lowell McAdam)     실패를 하려면 ‘일찍 해라’.  

              그래야 신속히 새롭게 나갈 수 있다.  (Fail fa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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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패관이 있는가?    

 
  고대에는 영웅만이 실패하고 소시민과는 상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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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르 브뢰헬(1525-1569경)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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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에는 영웅만이 실패하고 소시민과는 상관이 없었다  

 
 
  “나는 실수한다, 고로 존재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 AD 354-430)  

  
  19세기 근대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실패의 일반화  

 
 
  실패는 현대성의 일부  현대는 실패 상수 시대,  실

패 도미노 시대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패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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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   

 
  21세기 문 열리며 경험한 끔직한 무너짐 2가지  

2000년 초 IT 버블, 2008 년 국제 금융 위기 

 
  TED, 실패학, Failcon  

 



insight innovation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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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   

 
  21세기 문 열리며 경험한 끔직한 무너짐 2가지  

2000년 초 IT 버블, 2008 년 국제 금융 위기 

 
  Failcon, TED, 실패학  

 

 
  창조의 저력, 도전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창의적 혁신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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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졸업 연설 3가지 백미 

실패의 중요성 
 

바닥을 친 후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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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기업의 고민 한 가지 ---   

 
  1류 기업, 창조적 혁신 기업으로 도약  

 
※   주의 사항    기존의 강한 실행력 모멘텀 훼손 없이 

실행력 

창의력 

1993 신경영 

“실패해도 좋으니 마음껏 도전하라”  

실패의 자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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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시대, 지속 가능한 일류 기업을 원하는가?  

메시지 1마무리  

실패관을 정립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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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가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숙지하는 것이다    
   -- 마키아벨리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패를 숙지하는 것이다   
   -- 『바운스 백』  

 

메시지 1한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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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패한다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실패한        의         이다  

메시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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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패한다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실패한 이후의  대응이다  

메시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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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가 밝힌 행복의 비결은? 

하버드 대학 연구팀 – 행복한 삶에
도 공식이 있을까?  
 

 1930년대 입학한 268명을 72년간 
추적한 보고서 
 

행복의 7가지 조건이 추출됨 
•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
과 방어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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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과 실패‘이후’의 대응이 관건이다  

It’s your choice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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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 – 나와 조직을 살리는 비결 

• 바운스 백  공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실패와 역경을 겪어도 다
시 회복하여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되찾고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 바운스 백  실패 이후 다시 살아 나는 力,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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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렌즈로 들여다 보니… 

 최고의 CEO 가 리더를 고르는 기준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삼국지의 최고 장면 
 
 100년 넘는 장수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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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이후’의 대응하면 바로 ‘이 사람’   

신(神) 다음의 위대한 리더 

 

 

 

“ 재난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라”             ---  에베레스트 최초 정복한 힐러리 경  

 

 

 

어니스트 새클턴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 

 

 

 

‘남극 탐험’에 실패했지만 

       실패후 대응 

 ‘전원 생존’ 은 대성공 !  

 

 

 

하버드 MBA  최고 인기 역사 사례 
 

 

 



  

어니스트 새클턴 리더십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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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다음의 대응- 바운스 백 이렇게 하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닥을 다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 ! 

메시지 2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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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이후의 대응이 차이를 

만든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메시지 3  



insight innovation inspiration 

실패한 이후의 대응이 차이를 

만든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리더십  

메시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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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억에 남는 MIT MBA 과목  

Managing in Adversity 

 

• 역경은 리더의 베스트 프렌드. 비슷한 말로 부도는 베스트 프렌드 

•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리더인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리더가 문제다 

• 역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 비가 올 땐 쏟아 붓는다 (역경은 한꺼번에 같이 몰려 온다) 

• ‘오만 = 죽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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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리더십 연구의 3가지 최신 트렌드  

 
• 관점의 이동 : 리더 개인의 자질이나 특성   ‘리더

와 팔로워’, ‘리더와 환경’, ‘리더와 사회’ 처럼 상호
작용이나 상호관계로 이해 

  

• 긴 흐름의 동적 과정으로 ( dynamic, process 
oriented ) 

  

 
 

• 인간적인 면을 더 이해하려 함 -  마음, 스토리등 내
면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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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으로 리더십 일이관지   

바운스 백이 정의하는 새로운 리더십  

 

 결함 많은 인간이 부단히 분투 ( Struggle ) 하

는 긴 여정 

 

  ‘실패- 회복-성장’ 의 바운스 백 전체 싸이클을 

볼 수 있어야 

 

 아프니까 리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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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은 말한다. 리더십은 --- 

 

• 리더십은 목적지가 아닌 여행이다 

• 리더십은 미래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 리더십은 주변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다  

• 리더십은 지문처럼 자기만의 고유함이다  

• 이야기로 영감을 얻고 실행으로 미래를 열라 

• 1-2-3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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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리더십 

인생대바닥 
혹독한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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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rve, Innovatio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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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가 주는     
3가지 메세지 

1. 카타바시스 – 아래로 내려가라 

 

2. 메덴 아간 – 어떤 것도 넘치지 말라 

 

3. 메멘토 모리 – 죽음을 기억하라 

영화 < 쿼바디스>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 개선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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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 모리 = 죽음을 기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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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 실천과 적용을 위한 7가지 원칙 

제1원칙 “네 잘못이 아니야” -- <굿 윌 헌팅> 과 《장자》  

제2원칙 모래사막을 건너게 해줄 내적 나침반 --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잡스의 목적  

제3원칙 공자가 전하는 배짱의 철학 – 천하주유와 사마환퇴 이야기,  경험통한 내공 키우기 

제4원칙 마음을 보존하고 지켜라 – 맹자의 3심 ( 조심, 존심, 방심) , 역경지수(AQ) 

제5원칙 3F ( Family, Friend, Faith) 중 하나라도 가져라  

제6원칙 현장으로 나가 답을 구하라 – 간디, P&G 래플리 회장 

제7원칙 지금 바로 도전하라 – 페덱스의 프레드 스미스, 코닝과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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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 주인공 – 배·겸·남·실  

• 배짱과 용기 –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 하지 않고 

• 겸손 – 잘 나갈 때 특히 조심, 언제든 실패하기에 

• 남 – 남의 성공을 통해, 타인의 성공과 더불어 

• 실행 – 바운스 백의 완결, 치유의 궁극적 완성 

 
실패 시대, 지속 가능한 일류 기업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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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백 3가지 핵심 메시지  

1. 실패의 시대, 누구나 실패 한다 

2. 실패 이후의  ‘대응’이 차이를 만든다 ! – 바운스 백 

3. 바운스 백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 

혁신 리더 = 바운스 백 리더 = 100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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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현중 3i 경영연구소 소장 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