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로 회장 강연 요지 

 

- 해외지사에서 한국인만 열심히 일하는 곳은 망한다 

- 훌륭한 세계시민의 Mindset, Cultural Intelligence, Open minded 중요 - 다른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 해외지사에 보낼 사람은 그 나라에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을 선발해야 

- 우리나라는 네델란드를 롤모델로 삼아 세계화 해야 

- 인도는 공식 언어가 20개를 넘어서 인도인은 태어나면서 세계화가 되는 셈 

- 현채인에 대한 Trust & Empowerment - 긍정적 마인드, 직원을 주인으로 

- 장교를 사병처럼 활용하는 회사는 망하고, 사병을 장교처럼 활용하는 회사는 성공.  

- 믿고 맡기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검한다. - 회사와 직원의 discipline 이 중요 

- 한국인은 지원만 하고 현채인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 자질이 부족해도 권한위임이 먼저 - own the decision 

- 돈보다 성취감이 중요, 숫자가 말한다 

- 품질은 습관이다. 품질에 집중해야 

- 교육에 투자 필요 - Sony는 교육 안 시킴, 이직하면 밑에서 승진시키면 된다 

-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R&D 투자도 필요 

- 인도인을 본사에 보내 배워오게 해야 

- 한국인은 가르치는데 약하다. 

- Presentation 보고는 현지인을 시켜야 주인의식 가짐 

- Innovation - 현지인이 배워서 전달 교육 시키도록 

- 인도인은 성장가능성에 관심이 많음 

- LG성장은 10년간 0에서 2조원 대로 - 모두 인도인들이 한 일 

- 인도는 힘들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 진입장벽이 높을 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 다른 방법도 모색 - A way 보다는 C way 로 접근 

- 외지 (Up country) 기피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지역을 공략해야 성공 - practical 

marketing 

- 현채인에게 봉급을 더 주고, 권한과 책임을 많이 준다 

- 딜러는 돈을 더 벌게 해 줘야.  

- Cash flow는 피와 같다 - 계속 돌려야 

- Market share 가 profit보다 중요, 가능하면 손실도 감수해야 

- 윤리경영이 중요 - 직원에게 떳떳해야 

- 화장실 줄서게 하는 회사에 노사분규 - 직원이 행복해야 

- 영어가 중요 - 한국인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장악하면 문고리 권력 현상 나타남 

- 비즈니스는 승리를 해야, number의 중요성, 목표 달성은 결국 직원이  

- 해외법인장의 선발 - 현지를 좋아하는 긍정마인드와 영어 능력자 

- 현채인 리더는 2인자를 항상 준비. 전권은 주지 말고 권한은 나누어 준다. 

- 노동자의 요구보다 더 잘해 주는 자세를 가지면 노조가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