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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IN PEOPLE

11월 17일에 "Believe in People: Bottom-Up Solutions for a
Top-Down World"라는 제 신간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Stand
Together라는 회사의 CEO인 Brian Hooks와 함께 쓴 이 책에서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제 일생일대 목표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부의 통제와 지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며,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극심한 시민 사회의 불안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elieve in People"이라는 책 제목은 제 삶의 철학을 집약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나름의 재능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 재능을 이용해 타인이 삶을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선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사업과 자선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능한 최고의 사회를

Charles Koch, 회장 겸 CEO – Koch Industries
Brian Hooks, 회장 겸 CEO – Stand Together

구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책들처럼, "Believe in People"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 과학적/사회적 진보의 원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든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원리는 제 삶을 변화시켰고,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가장 신경 쓰는 문제를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och Industries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Believe in People"

변화시켜 직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에서 밝혔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 책이 진정한 변화를 불러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싶어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 이전 책들과

사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리, "Believe in People"에서는 이를 지역 공동체, 교육, 정부

좌우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속담에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기업가를

있듯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책을 썼지만, 이번 책은 Brian과 제가 사회적 기업가들을

불신을 먹고 자란 무리들이 있습니다.

위해 썼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Brian과 제가 책에서 설명했듯이 "개개인이 스스로 발견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협력적인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으로 행해지는 비즈니스 프로젝트, 공공 정책, 거창한 자선 사업"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데에서

이 많습니다. 그 결과 잠재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같은 사회적 사업가의

통제와 억압을 당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

면모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조차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성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동기로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갖가지 파괴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BelieveInPeopl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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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목표는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위험이 초래됩니다. 첫 번째의 중요한

Sterling의 사례에서 누군가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위험은 뒤쳐지고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회적 관점에서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증명해보일 기회를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소외되거나

얻게 됩니다. 제 경험상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놀라운

무시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예외

둘째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가능성이 없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름의 재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회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일화로 꼽히는 Sterling Varner의

역사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어떤 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Sterling은 아버지가 유전 하청업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보통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텐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심각한 건강 문제에

문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더

시달렸으며,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훌륭한 대인 관계 기술과 날카로운 기업가적

만들어 냅니다.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1960년대에 제가 이 같은 그의 진가를

바로 상향식 사고 방식과 하향식 사고 방식의 사이의 차이이며, 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Sterling은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책이 보여주듯이 상향식 사고가 진정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냈고 우리 회사가 수많은 사업 분야에서 리더가

유일한 길입니다.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Koch Industries의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Sterling Varner(왼쪽, 왼쪽 아래)의 이야기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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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in People"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Koch Industries에는 이 같은 상향식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장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직원이 주도적으로 회사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1960년대부터 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같은 기업 문화에서는 직원들이 성취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 자체와 타인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나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이나 약물 중독, 혹은 수준 이하의
교육 시스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한목소리로 노력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누구와도 기꺼이 단결한다는 의미입니다.

11월 17일에 발매됩니다. 이 책의 번역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Frederick Douglass가 한 이 말은, 우리 시대에
모두가 잊고 있는 진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재능을 한데 모아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바로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예를 통해 맛보기로 책의 내용을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의 경험담과 수년 동안 제가 만나고 지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 마약 중독자, 갱단 두목부터 시내
학교의 교장들과 통찰력 있는 기업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저는 Discovery 이전 호에서 연방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개발하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즉 자기 실현에 적용할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놀라운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Brian과 제가 지적했듯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간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각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히 생각이
서로 다르고 당면한 문제를 서로 다른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조차
말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패러다임의 변화나 다름없습니다.
제게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 행동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원리를 기꺼이 수용한다면 그 혜택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Koch의 사례와 Stand Together를
통해 얻은 사례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역 공동체, 교육, 기업, 정부 등
사회 각 핵심 주체별로 사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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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 기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사회에 대해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Discovery 이전 호와 제 책 "Believe in People"이 여러분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핵심
주체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우호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FII는 매우 특별한 단체입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Mauricio Miller가

시기에, Charles와 Brian은 사회적 기업가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설립한 이 단체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새롭고 더

돕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거의 20년을 투자해왔습니다. 해결하려는

제시했습니다. 저자들이 설명하듯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문제를 몸소 겪은 사람들의 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단체의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을 해결 방법을 찾는 열쇠로

성공 비결입니다. 이 사례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가난을 극복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는 FII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리더들이 Stand Together

#GiveTogetherNow

(Charles Koch가 설립한 자선 단체)에 연락해왔고 두 단체는 함께

COVID 팬데믹 초기에는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만에

#GiveTogetherNow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곧 개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겨우 먹고 살만큼 벌던

#GiveTogetherNow는 FII의 고유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이번 팬데믹 사태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많은 가정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새로운 또는 더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원합니다. 등록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고 며칠 안으로 돈을

처음부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거기에 적임자였을까요? Family Independence

처음 목표는 20,000개 가정을 돕는 것이었지만 #GiveTogetherNow

Initiative의 팀은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나선 일단의 사회적

는 이미 그보다 10배 많은 수의 가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인과

기업가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조직들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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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이 돈은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아빠는 자녀가 숙제를 하는 데 필요한 Wi-Fi를 구입할 수 있었고,
5명의 자녀를 둔 한 싱글맘은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COVID가 완치되었지만
부모를 모두 잃은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장례식 비용과 실직 기간 동안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팬데믹의 특성상 #GiveTogetherNow의 지원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잠시 숨통을 트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Stand Together의 자선 공동체는 COVID 구호
활동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사례는 상향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가난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직접 겪은 사람들과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GiveTogetherNow와 마찬가지로, Help The Helpers도 예상을

HELP THE HELPERS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1백만 달러가

FII는 Together Foundation이 후원하는 200여 개가 넘는

모금되었습니다. 3일째까지 모금된 돈과 동일한 250만 달러의 총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후원 대상 단체는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6백만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데 있어 그

달러 이상이 조성되었고 전국적으로 가난 극복을 지원하는 데 전액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COVID 위기가 발생하자 Stand Together

사용되었습니다.

Foundation은 25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들 단체가 몇 배로

이 소중한 자금은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사 배달,

커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상 상담 세션,

"Mister Rogers’ Neighborhood"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수업을 듣는 데 필요한 휴대폰과 핫스팟의 배포, 어려움을

말을 따서 "Help The Helpers"라고 명명된 이 새 프로젝트에서는

겪는 가정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경제 지식 수업의

해당 단체에서 모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수여했습니다. 이 팀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도운 실적이 입증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빠른
지원과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

"교육은 사람들이 재능, 열정, 그리고 성취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현 교육 시스템이 K-12와 고등 교육 모두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학교 건물, 수업 계획, 교사 자격 등 어떤 것도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도태되게 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재능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시급히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Believe in People"은 교육에 있어서의 북극성을 놓았습니다. "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은 삶에서 가장
개인화된 것 중 하나여야 합니다. 부차적인 우려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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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A EDUCATION FUND
지난 봄 팬데믹이 전국의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기 시작할 당시,
대부분의 학교 시스템은 효과적인 원격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름 몇 달 동안 그리고 올해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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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었고, K-12 학년의 자녀를 둔 대다수 미국 부모들은
집에서의 원격 수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VELA Education Fund 덕분에, 이러한 부모들은 이제 학습
접근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개선하는 데 헌신하는
교육자와 혁신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혁신적이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학생
중심의 학습 기회를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VELA Education Fund는 Charles Koch Institute(Stand
Together 자선 공동체의 일원)와 Walton Family Foundation
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Meet the Moment" 기금을
받아 출범했습니다. 또한 두 단체는 500개의 혁신적 교육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VELA Education Fund는 Charles Koch Institute와 Walton
Family Foundation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Meet the Moment"
기금을 받아 출범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VELA 이사회의 일원이자 Stand Together의 부총재인 Meredith
Olson은 이 단체의 목표가 "역사상 유례없는 이 시기에도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특화되고
혁신적인 지역별 솔루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같은 학습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학습 포드, 저비용 마이크로

VELA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모델을 바꾸기 위한

스쿨, 홈스쿨 협동조합, 맞춤형 온라인 학습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력에 주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은 "어린

VELA에게 있어서는 대담한 아이디어일수록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고 진정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rles와 Brian은 "Believe in People"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어떤 발전이 일어날지, 어떤 방법과 모델이 가장 잘 통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National Summer School Initiative
Charles와 Brian이 꼽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 시스템
"표준화"의 확산입니다. 책에서 말하듯이,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화는 자동차 부품이나 컴퓨터를 제조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계발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COVID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여름에 시작된 National Summer School Initiative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5,500만 명의 미국 학생들이 수업
중단의 영향을 받게 되자 Stand Together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NSSI와 백만 달러의 투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NSSI는 이미 3학년부터 8학년까지 등교하지 못하는 10,000명의
학생을 전국에 있는 최고의 교육자들과 연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파트너 교사들로부터 개별 지도를 받으면서 대규모 및 소규모 그룹
교육을 통해 5주 동안 풍부한 콘텐츠로 학습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통한 3차원 수업부터 과학, 무용, 요가, 자기 주도 학습
등의 보조 과정 수업까지, 커리큘럼은 혁신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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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말그대로,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통상적인 여름

교육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팬데믹 상황이 진행 중인

학교 수업은 장기적인 교육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NSSI

시기와 그 이후에 있어서도, NSSSI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환경에서 학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맞춤화된 교육

진도를 따라는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도

옵션을 제공하는 더 많은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배경에

학교들이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NSSI는 일년 과정의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교사들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준비 중입니다.

한 최고의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부모들에게 COVID
로 인해 직면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근무처
"이상적으로 말하면, 기업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을 창출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기업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성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을 독려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은 사회에 기여하거나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기업의 안녕(부당 이익)을 추구합니다. Charles Koch
는 더 나은 비즈니스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나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입니다.

SkillUp
올해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거의 1,800만 명이 실직 상태이며 또 다른 900만
명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일자리 중 80% 이상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이들 근로자 중 다수에게는 저렴한 교육 및 훈련 기회는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특히 각자의 적성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숙련도 향상" 기회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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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Stand Together 공동체의 일원인 Charles Koch
Foundation은 COVID로 인해 일자리나 임금을 잃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창설되는 비영리 단체 SkillUp Coalition의 창립
멤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illUp Coalition은 취업 준비를 돕는 데 초첨을 둔 최고의
교육 서비스 공급자, 고용주, 기술 개발자 및 비영리 단체 간
파트너십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장래가 유망하고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 리소스 및 교육 기회와 사용자를
연결해줍니다.
SkillUp은 소득이 연간 40,000달러 미만인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유색 인종,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이번 팬데믹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기도 합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춰 조정되는
일자리 탐색 도구를 제공하는 웹 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SkillUp은 직원의 이전 직업, 해당 직원이 선호하는 근무 방식,
해당 지역에서 성장 주인 산업 분야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Center for Advancing Opportunity
지난 2017년, Koch Industries, Koch Foundation, Thurgood
Marshall College Fund가 함께 Center for Advancing
Opportunity를 설립했습니다. 올 여름, 이 센터는 여론 조사
회사인 Gallup과 함께 "미국의 기회 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취약한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한 획기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반영된 센터의 3대 원칙 중 하나는 "창업과 일자리
성장의 장애 요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취약한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목표에 맞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훈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가장 흔한 문제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기회를 제공할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 프로세스는 채용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SkillUp은 근로자가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익히도록 돕습니다.
SkillUp의 접근법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분야에서, 응답자들은 가용 일자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고 더
유리한 고용 기회를 찾아 더 먼곳까지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COVID 이전에 전국 실업률이 3.5%였던 데 비해

찾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취약한 지역 공동체에서는 거의 17%의 실업률이 나타났다는 사실도

자아실현의 열쇠가 되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져다 줄지 알아내도록

보여주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돕습니다.

창업에 많이 나서지만, 창업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은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명확하게 악화되었습니다.
Center for Advancing Opportunity와 Stand Together 공동체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든 레벨의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의 기업 지도자들에게
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행동은 "Believe in
People"에서 제시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경제 구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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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정부는 기껏해야 개인의 성공과 안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의 규칙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른 기관들이 상호 이익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형사 사법 체계에 휘말리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이 이 나라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부유한 아이는 보호
관찰이나 경고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반면, 같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실직한 아버지는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는 제도하에서는 99%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끝나는데, 이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캔자스 주 규정 712에서는 제한된 캔자스 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하고
안타깝게도,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나타나는 집단주의의 희생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캔자스 주 기업에서 일했고 캔자스 주

되어 오늘날 정부는 정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였던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고용주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당파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법률 자문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당파주의를
협치주의로 바꾸어, 사람들이 불공정한 상태를 끝내고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KII의 법률 고문인 Ray Geoffroy는 "이 주 규정은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는 데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파괴적인
규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 법률 자원과 기타
경쟁력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일종의 선행을 위한 청산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Making Real the Right to Counsel
정부의 변화가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는 제쳐두고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밖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2018년, Koch는 Kansas Legal Services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캔자스 주 규정 712를 개정해 줄 것을 캔자스
주 법률 심사 위원들에게 청원했습니다. (2017년, Kansas Legal
Services는 어려움에 처한 9,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10,000명 이상의 유사한 요청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Koch Industries와 Stand Together는 캔자스 주와 기타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었고, 제한된 면허를 가진 사내 변호사도

지역의 사법 개혁을 위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다루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는 법률 상담에 대한 접근성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och는 Kansas Law Services와 협력하여

불평등입니다.

44명의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89건의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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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에서는 2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여러 파트너와

A Clean Slate

협력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평등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Koch는 또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GP의 베테랑 변호사인 Michael Davis는

있을까요?

Georgia Justice Project의 의뢰인이 과거 범죄를 사면받도록
도왔습니다. Gwen Boyd-Willis라는 이 의뢰인은 이제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och Companies Public Sector는 위치타에서 Kansas Legal
Services의 Juvenile Clean Slate Projec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기에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Koch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 약 100명의 법률 자원 봉사자를 두고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주에서는

있습니다. 이들은 100시간의 업무와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청소년 범죄 기록을 일부 삭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련 정보에

있는 Midwest Innocence Project의 사건 심사 처리 등 광범위한

따라 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형사 사법 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Koch 외부의 로펌들이 이 도전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전국적 규모의 로펌인 Barnes
& Thornburg는 Koch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10,000
시간의 무료 법률 자문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och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Ray Geoffroy KII 법률 고문은 이 같은 약속을 "동기
부여와 감동을 동시에 주는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Koch는 이 프로젝트의 혜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Youth Entrepreneurs, Rise Up for Youth, 기타 혁신적인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등 Stand Together에서 후원하는
단체들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조금씩 우리 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나서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Believe
in People"에서 Charles와 Brian은 Van Jones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Stand Together의 전신에 해당하는 단체에
반대하던 Van Jones는 최근 몇 년 동안 Stand Together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Van은 2018년 제정된 역사적인 형사 사법 개혁인 연방
First Step Act 통과를 기념하는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함께

"우리는 당파
싸움을 멈추고
협력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에 나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Van은 그 자유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두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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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의 지속적인 역사 패널 시리즈의 최신
버전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10여
년 전 데이터 분석 제품의 개발로 시작된 기술
주도형 선순환 구조로서 Koch의 중요한 상호
이익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지난 10년을 기념합니다.

Building H opens on the Wichita campus. It features many
innovative Koch products made by Guardian, INVISTA, Molex,
FHR and Georgia-Pacific. Even its landscaping benefits
from advanced Koch Fertilizer products.

2015

2013

Charles Koch’s newest
book becomes an instant
New York Times bestseller.

The seminar network founded
by Charles Koch changes its
name to Stand Together.

Purchase of Molex for $7.1 billion, the third-largest acquisition in Koch’s history
(after GP and Infor). Molex heralds the expansion of Koch’s newest and
critically important virtuous cycle of mutual benefit, which is technology-driven.

2018

2017

Koch acknowledges the unprecedented rate of change by making a major update to its
corporate Vision. “To succeed in this new world, we must have a heightened sense

of urgency and the commitment to continually transform our performance.”

In keeping with its new Vision,
Koch commits more than $26 billion
to technology-related investments,
including EFT and i360 in 2016,
followed by Infor — Koch’s secondlargest acquisition ever. Infor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suppliers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

Launch of Koch Disruptive Technologies, led
by Chase Koch. Its first investment is Insightec,
developer of a surgery-free treatment for
brain disorders and other ailments.

As part of its dramatic transformation (including a new name),
Koch Engineered Solutions invests in robotic actuator and gear
technology, and high torque density motors.

Opening of the Mark Arts campus in
Wichita, named in honor of artist and
longtime arts patron Mary R. Koch.
Acquisition of Guardian Industries, one of the world’s leading
manufacturers of coated, value-added glass and automotive trim.

Discovery의 디지털 버전이 업데이트되어
데스크톱과 모바일 장치에서 보다
편리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2019

David H. Koch, who retired as
a KII executive vice president
a year earlier, dies at age 79.

새 패널은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에
적합한 맞춤 사이즈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트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oli@kochcreativegroup.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COVID와 소속 직장에 대한 최신 정보는
Koch.link/info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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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기회
이제 한곳에서
Koch.link/Car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