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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ful & Inspirational 인문 ∙ 경영 융합 특강

Think 4.0



한류 4.0: 생각을 수출하라!
-지식과 사색의 언어 플랫폼



화제의 신간

이동규 , 21세기북스

Think 4.0 시대의 역발상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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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겨라

발사하고 조준하라

나를 공부하라

명품보다 명작을 사라

일등보다 일류가 되어라



검색보다 사색이다

Listen to the Customer

1등 보다 1류가 되어라

● Value Transformation

지식보다 상상이다

수치보다 가치다

성공보다 성장이다



생각도 못한 행운

Serendipity



7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수는 베끼고 고수는 훔친다”



창의와 융합

THiNK & CONNECT

낯선 것들의 연결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매일 매일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 T. Peters

상상을 경영하라



Think Different

창조의 3요소
● 호기심  재미  연결



Management
“경이 정신, 철학이라면 영은 시스템이다”

경(經) + 영(營)



融



융합경영의 최강자

MOOC

“10년 후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AMAZON

‘Always Day 1’정신



사례: 21세기 최고의 혁신기업

‘No Rules Rules’ 

"Act in NetFlix's best interest." 



제4의 물결

Dream Society
-초지능혁명

Convergenomics





Metaverse 시대

인재 4.0



 Communicati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4C

융합 * 공유 * 협업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Rudolph Flesch



전문가의 함정

“We are smarter than I”

攝
Consilience & Crossover

Collective Intelligence



1.0
TRAINING

2.0
EDUCATION

3.0
INSPIRING

4.0
PIONEERING

교육 4.0



본사는 Campus
-Google, SAS, Apple

Labor -> Work -> Play

Play Station
● 공부란 무엇인가?

cf. 장자의 유(遊) 



Think
Out of Box



Big Questions

Q1 : 한 우물을 파라(?)

Q2 : AI 시대, 내 직업의 미래는?

Q3 : 3가지 인간형? 
- 꼰대형, 생계형, 통섭형



職과 業의 차이





생각의 물구나무 서기

Think 4.0

‘새로운 다름’을 위한
최초의 생각 + 낯선 것들의 연결



검색보다
사색이다



` 창조란 최초의 생각이다

= +

THINK(思)

“I’m connected, 
therefore I am.”



관점을 이동하라

생각의 품질: 발상법 & 전환법
- 다양성, 엉뚱함, 괴짜(Geek)형 인간이 뜬다
- Anchoring을 경계하라

Know-how 보다 Know-why 

Business Diet



배운 것을 버리고
아는 것을 역분해하라

탈학습(Unlearning)의 시대

무용지식(Obsoledge)



Integrative
Thinking

Meta-
Learning

Polymath

ImagineeringEditology

Bricoleur

통섭적 ∙ 융합적 사고법



Design Thinking 



세계적인 역발상 왕국 IDEO의
사무실에 딸린 화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칠판

유레카의 방아쇠 ! 



TEST   당신의
창조지수는?



“나는 직원들이 충만하지 않은 채

고객을 만족시키며

성공한 기업을 본 적이 없다”

T. Peters



일(Work)
= 힘든 재미

지겨운 회의
Vs 즐거운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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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즐거움은 최고의 전략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라(루돌프 효과)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든다



Hiring starts off looking for people

with a good attitude - people who

enjoy serving other people.

- Herb Kelleher

“필요한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훌륭한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단,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말라



“초우량 기업은 평범한

기업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기업도 하고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시스템인가 사람인가? 



리더가 가야할 길

“I start with the premise that the function of 
leadership is to produce more leaders, 

not more followers.” 

Ralph Nader

FICCI CE



이긴 다음에 싸워라

“無智名 無勇功”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기고서 그 후에 싸우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서 그 후에 이기려 한다”

- 손자병법 제4편 軍形

先勝求戰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Every opportunity has a difficulty,
and every difficulty has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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