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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Insight to 100 to the Future 





[ 빠른 추격자 전략 下] [ 새로운 방법론] 

사전 조사 ▶ 가설 수립 ▶ CEO 인터뷰 ▶ 검증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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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결성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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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결성의 시대 
감성소비자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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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확장 통신 연결 비용의 절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공초월, 정보 소비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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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수단의 초월, 정보 평가의  

의견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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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합리적이고  
더 스마트해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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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치 소비                                              프리미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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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치 소비                                              프리미엄 소비 
희소성 지향                                                       타인 소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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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ll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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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환경 

정보격
차 해소 

교육 

에너지 
감축 

삶의 질 

공공성 

다양성 

생태계 

사회적 
책임 

공정 
거래 

지속가능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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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환경 

정보격
차 해소 

교육 

에너지 
감축 

삶의 질 

공공성 

다양성 

생태계 

사회적 
책임 

공정 
거래 

지속가능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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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SSUE 가 아닌 STRATEGIC ISSUE 

지속가능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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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통 
 

에너지 
 

금융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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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종간의  

경계 붕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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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100명의 예측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컴퓨팅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교통 

스마트 웨어 

스마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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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감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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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의 단축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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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시장 주류시장 후기시장 

혁신자 
(발아기) 

초기수용자 
(유아기) 

전기다수 
(성장기) 

후기다수 
(성숙기) 

비수용자 
(쇠퇴기)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체질 개선 시도 

사업 재정렬 
 
 
타기업과 협업 

외부 

소비자 참여 

프로토 
타임 출시 

실험 반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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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Now 

네트워크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는 기초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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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관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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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된 가치사슬 

   기존의  가치사슬 
I C T  가치사슬 

상호 융합 ICT 가치사슬 

= Core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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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1차 생산 2차 생산 제조 유통 

연료전지 구성품 생산 

연료전지 완성품 제조 

Automobile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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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1차 생산 2차 생산 제조 유통 

연료전지 구성품 생산 

연료전지 완성품 제조 리튬 자제확보 연구 개발 정재 작업 제조 
(완성품)  

유통 

1차 생산 된  
전지 확보 

디자인 
연구개발 

완성품 
제조 

유통 

Automobile Manufacturers 

사물 인터넷 중심의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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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구성품 생산 

연료전지 완성품 제조 연구 개발 
 
 
 
연구개발 

제조 및 
전장제품 
 
 
 
컨텐츠 

단말기 
자동차 
 
 
 
O S 

원자재 1차생산 2차생산 제조 유통 

Automobile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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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Alone & Creative 전략 Connected & Efficient Network 전략 Network of Network 전략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혁신 디벨로퍼 멀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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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of Network 전략 

멀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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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2712204


24시간  
구글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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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고객접점을 지닌 멀티 플랫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 

융합 솔루션 제공 

1. 브랜드에 고착된 대규모 소비자집단 
2. 거대 자본력 
3. 자사가 주도하는 운영체제 생태계 

생태계의 끊임없는 확장을 위해 노력 
운영체제를 최대한 개방 
다른 플랫폼 내 가치사슬과도 끊임없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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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고객접점을 지닌 멀티 플랫폼 다중고객접점을 지닌 멀티 플랫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 

융합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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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프로세스 디벨로퍼 

멀티 플랫폼 기업 

생산 시스템 제공  
혁신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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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프로세스 디벨로퍼 

멀티 플랫폼 기업 

생산 시스템 제공  
혁신 솔루션 제공 

일반 B2B  
계층 구조 속 제한된 사업 영위 

혁신 프로세스 디벨로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한 사업 확장 

ODM 

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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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프로세스 디벨로퍼 

멀티 플랫폼 기업 

생산 시스템 제공  
혁신 솔루션 제공 

기술력을 바탕 
미래 소비 시장 예측 

혁신 솔루션 

와해성 기술 타이밍 

응용과학, 디자인 역량 집단에 접속하여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험하고 개발하는 것이 핵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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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플랫폼 기업 

플랫폼 전체에 
혁신 영감 부여 

혁신 디벨로퍼 

마이크로 기업 
고객 문제 해결에 집중된 전략적 유연성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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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플랫폼 기업 

플랫폼 전체에 
혁신 영감 부여 

혁신 디벨로퍼 

혁신 디벨로퍼 대상 
에너지절감 
빅테이터 활용 솔루션 제공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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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체에 
혁신 영감 부여 

혁신 디벨로퍼 

혁신 디벨로퍼 대상 
플렌트 에너지절감 
빅테이터 활용 솔루션 제공 

멀티 플랫폼 기업 대상 
인간 중심의 감성 기술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중간 기술 

멀티 플랫폼 기업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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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으로 인한 주도권 획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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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Alone & Creative Connected & Efficient Network Network of Network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 

멀티 플랫폼 

혁신 디벨로퍼 

혁신 아이디어 제공자 



빠른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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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실행체계 
조직문화 

대응전략 



패러독스 경영    전사적 사고     디자인적 사고     개방적 혁신     혁신 DNA     제언 

패러독스 경영
Paradox Management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패러독스 경영 
이분법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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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패러독스 경영    전사적 사고     디자인적 사고     개방적 혁신     혁신 DNA     제언 

밸류스틱 혁신을 통해  
혁신 디밸로퍼로 진화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EUROPE 
ASIA 

N. AMERICA 

S. AMERICA 

OCEANIA 

AFRICA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한 대안 제시  

브랜드 강화 작업 

             잠재적 멀티 플랫폼 기업군 고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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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WTS 부분 

WTP 부분 

고객사 경영 메커니즘 분석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한 대안 제시  



도요타 카이젠 시스템 도입 

WTS 부분 

조립시간 

30% 절감 
생산비용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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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P 부분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전사적 사고 

Design Thinking Open Innovation 

패러독스 경영    전사적 사고     디자인적 사고     개방적 혁신     혁신 DNA     제언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혁신은 곧 사람이 하는 것, 
조직원의 사고체계와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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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1인 리더쉽 
나머지는 수행과 실행이 중심 

부하직원의 
수동화 / 책임 회피 성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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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Design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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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1인 리더가 아닌  

책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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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다양한 배경의  

팀원 구성 및 상호 존중 
전사적 전략 차원의 격상  

핵심가치도 이에 따라 변화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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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Open Innovation 

자사 핵심 아이디어 

외부 기술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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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국가와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 인프라 밸류스틱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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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입주 기업간 R&D 및 제품 개발 협업 

지적 재산권 공유 

인적 자원 교류 및 타 연구기관과의 R&D 모색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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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참여기업 
F 

참여기업 
G 

참여기업 
H 

참여기업 
D 

참여기업 
E 

참여기업 
I 

참여기업 
J 

참여기업 
A 

참여기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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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참여기업 
F 

참여기업 
G 

참여기업 
H 

참여기업 
D 

참여기업 
E 

참여기업 
I 

참여기업 
J 

참여기업 
A 

참여기업 
B 

매년 40~50개의 혁신 솔루션 형성 
지적 재산화 상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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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공급망 계급 구조 파괴 개방형 네트워크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자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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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고객이 직접 듣고 실현시킬 수 있는 유연함 필요”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중견기업 
기술력 

외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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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문호 개방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Design Thinking Open Innovation 

혁신 DNA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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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Boldness 

Clarity 

대담한 실행 

민첩한 대응 

명료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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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ity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민첩한 대응 

Clarity 

대담한 실행 

명료한 소통 
전 방위 상황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 

Boldness 

Ag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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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심의 업무 수행력 균일 

수평적 구조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Boldness Agility 

Clarity 

민첩한 대응 

명료한 소통 

대담한 실행 

전직원 글로벌 기업가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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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인센티브 보상 및 제재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Agility 

Boldness 

민첩한 대응 

대담한 실행 

Clarity 
명료한 소통 

자유로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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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사소통 

효율적인 의사소통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디자인 사고 개방적 혁신 

혁신의 ABC 



Nine Month 100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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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Nine Month 100 Company 

감당할 수 있냐 이전에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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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감당할 수 있냐 이전에 
감당해해야만 하는 현실 ? 이미 감당을 넘어  
진화하고 있는 기업 

패러독스 경영    전사적 사고     디자인적 사고     개방적 혁신     혁신 DNA     제언 

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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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of 100 to the Breakthrough 

이미 감당을 넘어  
진화하고 있는 기업 ! 시몬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Industrial Heritage 

Market Share World  9% | U.S.A  30% 

First in Asia, Why not U.S? 

Craftsmanship Industrialized 

Launching Partner Accessible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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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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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Essential Value 

FSC (ODM) 
Structure (HW) + Culture (SW) 

Collective Wisdom 
Brands +  Simone 

Collaboration Partnership 
Cost Saving + Better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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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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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Growth 

Industrial Heritage 

Money Market 

Core, Essential Value 

Brand Incubating 

Brand M&A 

OBM (Own bra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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