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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세계 기업가정신 포럼 에 발맞추어 발간된 새로운 저서 

Planet Entrepreneur (기업가 세상) 는 기업가들이 정책입안자 및 전세계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신인문주의(New Humanism)’를 제창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에너지에서 교육, 사회적 요구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기업가들은 근본적으로 지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환경 오염, 빈곤, 경기 침체나 불완전 고용 등 그 문제가 무엇이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Planet Entrepreneur(기업가 세상) 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가적 혁신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누구나가 기업가적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싱크탱크인 세계 기업가정신 포럼 의 

회원들이 저술한 이 저서의 각 장은 다음을 비롯하여 기업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다양한 측면의 문제와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오늘날의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기술과 첨단 

아이디어 

• 기술을 이용한 실제 문제의 해결 

•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자선의 목적 

• 여성 기업가 및 소수민족 기업가의 지원 

• 전세계적인 자영업 기업가의 증가 

• 전세계 대다수 빈곤층의 주택, 음식, 위생을 개선할 기회 

• 모두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와 환경의 밀접한 조화 

• 아이디어 전개의 발판이 되는 소셜 미디어 

또한 Planet Entrepreneur(기업가 세상) 에는 청년 및 장년 기업가들이 기업가적 ‘생태계’를 

구축하여 모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요약되어 

있다. 디트로이트에서 델리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디서든,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새로운 기술이 낯선 퇴직자가 모두를 위한 부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가적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Planet Entrepreneur (기업가 세상) 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절박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방법과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며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 모두가 현재 기업가 세상(Planet Entrepreneur)에 살고 있다. 

Planet Entrepreneur (기업가 세상) 

Wiley Editions 

www.world-entrepreneurship-forum.com/NEXTBIGTHING 

 

세계세계세계세계 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 포럼포럼포럼포럼 소개소개소개소개 

2008 년에 EMLYON Business School 및 KPMG France 가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의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및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프랑스의 

Grand Lyon 및 Lyon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와 중국의 Zhejiang University가 가입한 세계 기업가정신 

포럼 은 현재 75개국의 600여 회원들이 힘을 합쳐 기업가적 해결책으로 전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www.world-entrepreneurship-foru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