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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일시 : 2021 년 11 월 24 일 

장소 : 소피텔 볼룸 2 

 

[이용만 한캄 상공회의소 회장 강연 요약] 

목차: 

1. 캄보디아에서 창업 및 경영: 포지션닝을 잘 하자. 

2. 캄보디아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성장기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  칭기즈칸:기동력 / 움직이면서 싸움. 인체에 맞는 활사용 

3. 캄보디아인을 통해서 경영하라. 

 시장 침투 

 부동산 임대시 / 구매 

 인사위원회 (채용 / 벌칙을 부과시) 

 여러사람앞에서 혼내지 마라. 

 경영전략은 Top- down 

 현지화 (Glocalization) 성공요인 

- 현지  CEO 가 가장 좋다. 하지만, 중갂은 없다. 성공 아니면 실패 

- 현지 CEO 가 없으면, 현지의 자국 출신 전문가를 채용하라. (BNP 

Paribas 의 세계 각국의 현지화 성공요인) 

- 불가피하게 본사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면, 전문가를 보내서, 장기로 

근무하게 하라. 3 년 근무는 단기 실적의 유혹에 빠짐 

4. The details are in the evil.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경영은 매크로 (Macro)로 하지만, 업무는 마이크로 (Micro)로… 

 업무 절차를 잘 보면, 개선 할 것이 매우 많음.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일은 석기 시대 (Stone Age)의 일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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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직장인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같은 절차로 

일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없음. 그냥 규정대로 일한다고 함. 

 규정을 바꾸면 됨. 

5. 돈이나, 강력한 통치나, 눈물로 구애 할 만한 애정이나, 실력으로 캄인들을 

관리하라. 

 캄보디아인들은 스프링이다. 

6. 의사 소통 방법 

• 비지니스에서는 어설픈 캄보디아어 구사 보다는 자신 있는 영어를 

사용하라. 캄인도 영어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영어 구사시에는 천천히, 쉬운 영어로 해라. 영어는 communication 

수단이지, 잘난체 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 적인 장소에서는 캄어를 적당히 써라. 숫자 정도는 배워라. 

• 3 년 이하 주재 할 바에는 캄어를 배우지 마라. 

7. K-culture 를 좋아한다고, 당신을 좋아 한다고 착각마라. 

8. 캄보디아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라. 

일반적인 사항 

1. CEO 는 외롭다. 

• 당신이 편앆하면, 누굮가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 CEO 의 부하직원들은 칚구가 될 수 없다. 차라리 경쟁회사의  CEO 와 칚구가 

되라. 

2. 인사관리 

• 직원들의 강점은 x 3 

• 단점은 x1 

• 직원들의 강점을 살려라.  

• 일잘하는 직원을 잘모르는 부서에 보내지 마라. 

 

3. 책을 읽는  CEO 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