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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게 살려면?

올바른 철학

가치관…
끊임 없는 학습!!!

주위에 대한 관심, 역사인식,철저함



일 잘하기 위한 필요조건

종업원에 기쁨을-일의 조직 차원

소비자에 만족을-소비자 차원

기업에 이윤을-경제성 차원



경영자의 자세

블루오션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

너 살고, 나 살고 仁의 정신



경영의 기본

감수성-훈민정음, 켈로그

낮은 곳으로, 현장으로

상상력-창조의 원천, 정열과 몰입

과학기술-올바른 문제정의, 자연의 진리



기업의 성공

소비자의 필요성 인식->필요에 맞는 제
품 생각해내는 상상력->상상력의 기

술적 타당성->경제적 타당성

V>P>C



경영 이념

결속력의 원천

기본에 충실-다케나카 사례(p137)

Self-leadership, self-motivation



인생

인간의 1차적 조건-고마움(p155)

2차적 조건-겸허

사유하는 국민이 살아남는다

지식 습득, 생존의 절대 조건



인생의 역설

우회 축적-기술개발/브랜드 투자/인재 양성

先憂後樂-장기 최적을 위해 단기 최적
을 포기하는 희생 정신

전승불복-hubris



공동체 발전의 조건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도전을 적
시에 인식하고 그에 응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주체
지성적 소수(will minority)-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파독 광부/간

호사)



結

감수성을 갖고 멀리 보며

인생의 기본을 지키고

상상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인간



중앙일보 / 3월 21일



노동관을 바꾸자

노동(일)으로부터의 소외

인격 수양, 자기 완성의 과정



일은 수양

모든 일(노동) 자체가 사회적 계약으로 신용의
지킴을 수업하는 정신 수양이며

자기의 완성이므로 일하는 자체가
곧 도를 닦는 것과 같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인격의 완성이니,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평생 열

심히 정진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세키몬 신카쿠(石門心學)의

핵심인 諸業卽修行 혹은 諸業卽修業이다.
-이시다 바이간 (石田 梅岩)



중앙일보-2008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2008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2008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2008년 5월 17일자



중앙일보-2008년 4월 29일자



중앙일보



일본 최고의 가게는 다르다

인사하기 등 기본

인재 양성

지속 가능성

느리게 호흡하기





품격(品格)



매일경제-2008년 5월 10일자



매일경제-2008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2008년 5월 10일자



중앙일보-2008년 5월 23일자



중앙일보-2008년 5월 5일자



동아일보-2008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2008년 5월 13일자



조선일보-2008년 5월 21일자



조선일보-2008년 5월 21일자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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