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원장님께서 직접 창업을 해보고 알게 된 창업력이란 무엇이었나? 

저는 다른 훌륭한 분들처럼 크게 성공한 창업가는 아닙니다.  
여전히 미션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만약 창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대부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돼요. 

결국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시작하느냐와 중간에 멈추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시작하느냐 할 때 보면 뭐 창업하는 사람들은 일부 공통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향상 대게는 성공한 창업가들 보면 어렸을 때  

뭐 주스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끼 같은 게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뭐든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창업가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울지라도 말이지요. 

Q. 왜, 많은 것 중 소셜 벤처인가? 

소셜벤처기업가는 어떤 세상의 문제를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NPO의 방법으로 돕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무브먼트, 인권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정치와 관련된 어느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그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푸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했기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문제에 공감했다고 해서 창업을 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창업가적인 마인드, 즉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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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노아 박근우 원장 

실패로 완성시킨 벤처 창업 성공 매뉴얼 

“다시 창업하라고 한다면,  

절대 이것만큼은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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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치약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대나무 농부와 

지역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닥터노아의 상품들.  





———


창업을 하는 분이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일수도 있겠지만  

결국 창업은 꼭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큰 돈주고 배운 것들을 강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랬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랄까.  

저의 실패경험은 누군가에겐 

 성공 경험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Q. 일반 소셜 벤처와 스타트업은 뭐가 다를까? 
어쨌든 기업이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출발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가는 빵을 맛있게 만들고 팔기 위해 빵집을 만들지만,  

저희 소셜벤처가는 빵만드는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빵집을 만듭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관찰하고 비즈니스모델화 한거고, 

소셜벤처 기업가는 팔리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생각 한 후 나중에 팔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되는 공룡 기업과 경쟁하게 되고(웃음) 숙명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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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강연은 누구에게 도움일 될 것 같은지? (혹은 누가 들었으면 하는지) 

창업을 하는 분이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일수도 있겠지만  

결국 창업은 꼭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큰 돈주고 배웠죠(웃음)  

그런 것들을 강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랬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랄까.  

저의 실패경험은 누군가에겐 성공 경험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우 원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스콜레 창업력  http://www.schole.ac/landing/startup_do_d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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