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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조선일보	 연결지성센터
스티브잡스	 처음	 키노트	 봄

2003년	 맥월드	 키노트
맥북프로

2005년	 다음

애플에	 관심을	 가진	 계기

아이폰	 당시	 출시	 구입
실제	 사용해보고	 주위권유

2007년	 일주일	 NYU 교육

애플에	 대한	 관심

비밀주의	 Secrecy
티셔츠	 I visited the Apple campus. But
that's all I'm allowed to say
내부적인	 비밀
외부적인	 비밀
제품	 비밀을	 지키는	 것은	 수백만	 달러	 이상
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안교육

직원들이	 외부활동	 없다

실리콘밸리에서	 섬이	 되어	 있는	 애플

애플의	 문화

비밀준수	 스트레스
신입	 엔지니어에게	 6개월간	 가짜프로젝트	 할당
The ultimate need-to-know culture
말의	 눈가리개	 문화
우리는	 테러단체	 같은	 점소직.	 꼭	 알아야	 
할	 것	 이외의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존루빈스타인

사내정치가	 없음

긍정적인	 점

내부보안	 철저

BJ's 레스토랑의	 전설

라신스키: 애플에서의	 일은	 즐거운가?
mission 때문에	 일한다
성취감	 때문에	 일한다
오로지	 일만하는	 문화
icebreaking 없다
애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경쟁적인	 문화

바에	 앉아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	 90%가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희열
People love it, which is different than saying they
have fun. Fun comes and goes - Jobs
일의	 강도는	 가혹하고	 어렵다
Everybody at Apple wants out, and
everybody outside Apple wants in.
모든	 사람은	 winning team에서	 일하기	 원함

개인의견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는	 느낌과	 비슷
애플이	 삼성보다	 20배는	 더하다	 ㅎㅎ
디자인
박스전담	 오프너라는	 직책이	 있다
Joy to open 을	 추구
멋진	 박스들을	 개발沤걓߀߁߂߃߄߅߆߇߈߉ߊߋߌߍߎߏߐߑߒߓߔߕߖߗߘߙߚߛߜߝߞߟߠߡߢߣߤߥߦߧߨߩߪ߲߫߬߭߮߯߰߱߳ߴߵ߶߷߸߹ߺĀ 췐Ɠ

포장디자이너

잡스의	 집착
우연이	 아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

오전애플미팅	 늦게	 디자이너가	 들어옴	 사
람들	 하던	 이야기	 멈춤
디자이너는	 애플에서	 가장	 존경받음
디자인에	 대한	 애플과	 MS의	 차이	 - 존	 스컬리	 

마이크로소프트	 미팅은	 디자이너가	 없었고	 
모든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의견피력
디자인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

잡스의	 집착
Integration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시에	 통제
하는	 유일한	 회사	 - 잡스	 (자부심)
구원투수역할을	 한	 제리양에게	 동실감을	 느꼈는지
다른	 회사	 간부워크샵에서	 말한게	 처음
야후는	 흥미로운	 회사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야후가	 콘테츠	 회사인지	 테크
회사인지	 모르겠다

제리양에게	 한	 조언

Minimalism

CEO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PlainText
야후는	 계속	 정체성	 위기
Google에게도	 집중하라고	 조언
컨콜
내가	 알기로	 애플은	 가장	 포커스가	 된	 회사다
일단	 만들기로	 한	 제품은	 세계최고
팀쿡

Adding this and that (추가하면	 focus 잊어버림)
애플은	 항상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작은	 리
스트를	 자기고	 있다

Focus, No의	 문화

잡스가	 97년	 애플에	 돌아가면서	 시작
12개의	 컴이	 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내	 친구에게	 어떤	 제품을	 권해야	 하나?
결국	 4개만	 만들면	 된다
Deciding what not to do is as
important as deciding what to do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
가장	 작은	 아이템까지도	 DRI 반드시	 명시

직접	 책임자	 DRI

애플	 사람이라면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모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위원회가	 없는	 문화

위원회는	 책임지기	 싫어	 분산하는	 형식

회사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신경쓰는	 것은	 CFO뿐
자기	 할일만	 하면	 되지	 돈	 버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

Forget Revenue

애플	 직원들은	 부잣집	 아이들처럼	 행동
돈걱정없이	 모든	 걸	 해보는	 환경

profit-loss statement
삼성전자	 2011 revenue 140 b, profit
14b (16조	 이익)
삼성은	 여러개	 제품, 애플은	 1개,	 마켓세어는	 비슷
삼성전자	 세트와	 부품으로	 나뉨
삼성은	 많은	 제품	 생산중
삼성의	 P/L은	 4개로	 구성: 완제품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부품	 (반도체	 LCD)

One company with One P/L

애플은	 스티브잡스를	 중심으로	 조직도가	 태양신	 타입
애플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이는게	 다다
당신들이	 앉아	 있는	 회의테이블에	 애플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다.	 
40조	 매출규모인데

Tim Cook

작년	 애플	 revenue 108B,	 profit	 14B
모든	 성장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추진

A massively functional organization

조너선	 아이브는	 디자인만	 하면	 됨
? 그럼	 그걸	 coordination 누가하나? (내생각)

2주안에	 당신의	 일이	 CEO에게	 리뷰된다
3시간	 회의
치열하게	 회의

Monday	 meeting

삼성이	 세탁기부터	 냉장고까지	 최지성	 부
사장이	 리뷰	 불가능
애플은	 2주안에	 모두	 리뷰	 가능
내가	 하는	 일은	 2주안에	 잡스가	 한번	 본다
모든	 것은	 쿠퍼티노로	 모인다
잡스가	 Face to Face 미팅	 선호

본사중심의	 조직과	 문화

잡스가	 죽기	 전에	 엄청난	 신	 애플	 캠퍼스를	 
밝힌	 것도	 본사중심주의	 철학
잡스의	 인재관
sw engineer, animator, creative minds 를	 좋아한	 잡스
창의성	 중요시
100대	 1의	 차이

애플의	 인재관

A급	 인재의	 중요성
서울	 강남역에서	 나올때	 A급과	 C급의	 차이는?
최고와	 최하의	 요리사	 차이는	 5:1
최상과	 최하의	 엔지니어는	 100:1 날	 수	 있다
창의적인	 부분은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
비밀리에	 사내	 컨퍼런스
직위	 계급이	 아니라	 무작위로	 잡스가	 중요
하다고	 생각해서	 초대
단순	 엔지니어도	 초대,	 부사장은	 중요하지	 
않으면	 초대	 못받음
탈락된	 사람은	 괴로워했고

Top 100 잡스의	 구명보트

내가	 애플	 구명보트에	 태울	 사람들
회사	 사내에서는	 비밀로	 하고
버스로	 단체로	 이동	 하루	 컨퍼런스
향후	 18개월간의	 제품개발	 계획
리더교류, Q&A
Bottom	 100	 Lunch	 조직	 ㅎㅎ
자기하는	 일만	 잘하면	 계속	 하면	 된다
DEST

애플	 커리어개발방식

distinguished engineer / scientist, technologist

임정욱	 Apple	 Inside	 출
간기념	 강의

특수직급
다양한	 분야의	 CEO를	 사외이사로	 받았지만

이사회운영

자기가	 콘트롤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임
애플	 전체의	 스토리텔링	 중시

메시지의	 단순화

아사이	 부사장이	 모든	 것을	 통일해서	 내보내는	 문화
전세계	 지사가	 별	 권한이	 없다
대부분	 미국회사	 연말에	 휴가
애플은	 어떻게	 준비?
2005년	 맥의	 아이무비	 HD버전으로	 발표
잡스가	 데모를	 하면서
데모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함
애플	 직원중에서	 결혼하는	 케이스를	 동영상으로	 찍
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허가	 받으려고	 함

iMovie	 웨딩비디오	 에피소드

잡스:	 이것은	 아이무비	 편집기능	 잘	 보여주지	 못함
하와이에서	 찍으면	 좋겠다
신년에	 결혼하는	 수소문	 해서	 모든	 팀이	 하와이로	 날아감
1분치의	 영상을	 쓰는	 조건으로	 결혼식	 영상을	 찍음
스티브잡스	 허가해서	 넘어감
휴가를	 반납하고	 보스명에	 따라가는, 비용무관, GTD
들어가는	 음악도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직접	 녹음하게	 함

Snow Leopard

예술공연, 키노트발표

직접	 레오파드를	 포획된	 놈을	 찍어옴
뚱뚱해	 보인다고	 다시	 찍어오라고	 함

MBA를	 싫어한	 잡스
학자들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함
잡스가	 어떤	 교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

Apple University

예일대	 학장을	 학장으로	 스카우트
애플	 자체의	 케이스스터디를	 쓰게	 하고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관심	 가짐
개인교습	 비슷하게	 임원진에게	 교육중
월트	 모스버그
데이빗	 포그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자	 2명
잡스는	 2명을	 소중하게	 아낌

애플이	 우대하는	 2명의	 기자

특히	 모스버그	 요청을	 받으면	 간다
잡스의	 PR전략
나는	 표지를	 책임질테니	 당신은	 뒷면을	 책임지시오
잡스가	 표지	 모델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광고딜을	 함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다

Like a start-up

3-4만명의	 회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격리시킴
애플의	 경영진
최소	 10년간	 같이	 한	 사람들
스캇	 포스트	 (차기	 대표	 유력)
조너선	 아이브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애플	 계속	 성장	 예
상
애플	 앞으로의	 전망
몇년전만	 해도	 그가	 CEO가	 될지	 몰랐다
팀쿡은	 뒤에서	 operation, 부품공급에	 관여
잡스의	 훌륭한	 조력자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오른손잡이나	 왼
손잡이로	 변환	 가능
창의성이	 넘치면서	 효율적인	 조직
IBM출신, 남부사람, MBA, 조용한	 성격

잡스의	 후계자들	 이야기

작년	 연봉이	 4000억원
임시CEO 대행시
애널	 질문에	 잠깐	 뜸들이다가	 말을	 길게	 함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사명

팀쿡

혁신에	 집중
복잡한	 것보다	 단순함
핵심기술을	 소유하고	 통제
The Cook Doctrine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만	 개발
수천개	 프로젝트에	 아니요
강력한	 협업
타협	 없다
정직성,	 용기
문화가	 회사	 내에	 뿌리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있던지	 상관없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거	 듣고	 잡스가	 괴로워했다고	 한다

직원들을	 믿게	 만든다는	 것의	 힘
잡스교주

애플의	 힘

TED: 사이먼	 사이넥	 Simon Sinek

당신이	 믿는	 것을	 같이	 믿는	 사람을	 고용

잡스의	 리더십	 레슨을	 잘	 따라가는가에	 애
플	 성패	 달려있다
2007년도에	 기자회견
왜	 맥은	 제품을	 빨리	 내놓지	 않느냐
잡스가	 대답하는	 메시지
We can't ship junk!
family and friend에	 권하는	 제품	 만든다!
이게	 97년도에	 한	 이야기와	 똑같다
일관성과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
모스버그	 질문	 - 당신은	 무슨	 일을	 하냐

동영상

당신은	 폭군처럼	 일을	 푸시하지	 않냐
잡스가	 자신의	 철학에	 대한	 대답
Mossberg, Jobs full	 interview
Apple	 is	 a	 collaborative	 company
We are organized like a startup
tremendous teamwork at the top of the company
trust
great teams
you have to be run by ideas, not hierarchy
전문화
창의적	 인재우대
best ideas always win
스티브	 잡스가	 기자가	 되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
어떻게	 저걸	 모두	 알고	 있을까

애플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잡스	 관련	 뼈져리
게	 느낀게	 많았다
포털은	 너무	 많은	 걸	 했다
그래도	 CEO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은	 오직	 CEO
회사의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그러나	 몸집	 줄이기	 어렵다
팀쿡	 restricted	 stock	 option
미국	 회사들은	 retention을	 잘한다
영어실력	 여부	 떠나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도	 같은	 사람이다
그들의	 문화	 생각	 역사를	 알아야	 한다
3년동안	 거의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많이	 읽고
모든	 사람들과	 런치
궁금하면	 바로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이야기하다보
니	 공통되는	 화제가	 생기면서	 이야기	 가능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가족이야기	 등을	 하더라
small talk 에서	 시작

외국인과	 일을	 잘	 하려면

icebreaking으로	 친해지고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문화	 이해	 노력을	 하
는	 걸	 보여줄때	 좋은	 반응
이스라엘	 직선적,	 다혈질인데, 무례할	 정도
금요일	 토요일	 놀고	 일요일	 일하고
이스라엘의	 좋은점	 나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토론
이런	 관심을	 보인게	 이야기	 하기	 좋고	 친밀
하게	 하는데	 도움
다	 사람이고	 먹고살기	 힘들다	 ㅎㅎ
다음은	 모두	 같은	 한국인,	 다양한	 문화	 경
험	 필요하지	 않을까

구글은	 혼돈을	 만들고	 혁신을	 즐김
구글은	 조직이	 커지면서	 걱정이	 내부적으로	 나옴
삼성전자도	 대단한	 회사인것	 같고
팀쿡을	 채용한	 것은	 정말	 잘	 한것
COO가	 중요하다
팀쿡에게	 모두	 맡기고	 자기는	 크리에이티브에	 집중

Q&A

앞으로의	 물음표는	 잡스이후	 전체적으로	 코디네
이션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될거냐
앞으로	 2년은	 잡스가	 그려놓은	 대로	 갈걸
2년	 이후에는	 애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
가에서	 팀쿡의	 역량	 나올것
내	 성격이	 잡스가	 아닌데	 애플식으로	 할	 수	 없
다
집중하고	 simplicity 제품	 디자인	 우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