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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되었는가?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실

리콘밸리가 세계 IT의 중원이 되었을까? 6년 전 미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다. 해답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다. 여전히 답을 찾는 중이지만, 그간 경험하고 

정리한 것들을 이 책을 통해 나누려고 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 “왜 실리콘밸리인가?”에서는 시대와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종족인 실리콘밸리족이 탄생하는 과정을 돌아보고, 실리콘밸리의 빛나는 

문화와 그 이면의 그늘을 살펴보면서 컴퓨터 혁명이 바꿔놓을 미래를 예측

해본다.

2부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서는 구글의 핵심 성공방정식과 구글에

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눠본다.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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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좌충우돌 미국생활 적응기”에서는 지방 출신 촌놈이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동네에 정착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풀어본다.

크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구글로,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의 순

서로 내용을 엮었다. 그리고 큰 주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주제로 흐름을 만

들었고, 각 부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순서가 있다. 상황에 따라 시간상으로

는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앞에 배열한 경우도 있는데, 드라마의 도입부

처럼 앞으로 이어갈 이야기의 줄기와 복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일부

러 그렇게 배열했다.

실리콘밸리에 대한 책이 시중에 여러 권 나와 있다. 대부분은 실리콘밸리

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고 실리콘밸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빠져 있다. 빛

이 밝으면 그늘이 짙다고 했나!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실리콘밸리가 안고 있

는 숙제를 함께 짚어보았다. 독자들도 나와 함께 실리콘밸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한편, 책을 쓰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 이 책

을 낼 가치가 있는가였다.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는 데에는 제대로 된 이유가 필요했다. 왜냐

하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에는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직원

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독자를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책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마치면서 나 자신을 설득할 세 가지 이유를 생각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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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리콘밸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한국에

서 많은 분이 실리콘밸리로, 구글로 견학을 왔다. 그분들에게서 질문을 많

이 받았다. 실리콘밸리로 건너온 지 6년밖에 되지 않지만 질문에 답하기 

위해 늘 고민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실리콘밸리

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책을 내기로 했다.

둘째, 새로운 질문을 불러오기 위해서다.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나니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나의 답변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나는 이 책이 또 다른 질

문을 유도하고 다양한 토론의 소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궁금증

에 대한 답이 충분히 쌓이면 다음 책을 낼 수도 있겠다. 

셋째, 세상에 보태기 위해서다. 내가 잘 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좋은 스승과 동료를 만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

던 수많은 사람이 남긴 지식과 문화 위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으

로부터 가치 있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역사는 거대한 흐름이

다. 나는 그 흐름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 썼다. 작지만 갚고 싶다. 나도 그 

흐름에 보태고 싶다.

삶은 알아가는 것이고, 앎이 모여서 삶이 된다. 나는 이 책이 내 삶과 앎의 

교차점이라 생각한다. 

이동휘李東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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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혜정(LG전자)

실리콘밸리! 듣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가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곳 아닐까요? 이 책은 실리콘밸리의 탄생에서

부터 팽창을 거듭했던 멋진 순간들, 그리고 저자가 직접 겪은 요즘의 모습

까지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에 입사를 준비하던 과정과 

현재 미국에서의 생활까지 두루 담겨 있어, 마치 실리콘밸리에 다녀온 느낌

이 들어 리뷰 과정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태경(다음카카오)

스티브 잡스, 8인의 배신자로부터 시작된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역사, 철학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 구글에서의 생활 등 평소에 갖고 있던 많

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부도 좋았지만, 

3부 “좌충우돌 미국생활 적응기”는 실리콘밸리로 취업하고자 하는 개발자

들에게 유익한 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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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준(줌인터넷)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과정, 구글에 대한 이야기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저자

의 위트 있는 문체로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야기를 

실으려 하다 보니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저자의 블로그에서 계속된다고 하니 블로그도 자주 들

어가 봐야겠습니다. 

  이아름

실리콘밸리를 미국의 IT 회사들이 모인 지역이라고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견문록이라는 책 제목답게 실리콘밸리의 과거와 현재를 잘 풀어내셔서 죽

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책이었습니다.

  장정환

이동휘 님의 경험, 해설과 이야기로 버무려진 너무나 멋진 책입니다. 실리

콘밸리에 깃들어 있는 유산과 그 뿌리, 구글을 만들어낸 조직의 문화, 도

전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까지 지루하거나 따분할 틈이 없었습니다. 

  조우진(티켓몬스터)

도대체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실리콘밸리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현실뿐 

아니라 IT 산업의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지식, 구글 취업의 노하우는 덤으

로 얻어가는 책입니다.

  최아연(숭실대학교)

실리콘밸리의 성장기부터 구글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변에서 쉽게 얻기 힘

든 생생한 정보가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실리콘밸리는 특이현상이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만날 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이번 파트에서는 산타클라라 밸리에서 실리콘밸리가 잉태되던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흐르는 문화의 물소리를 들어보고 우리의 미래를 조망해본다.

왜 
실리콘밸리인가?

I
PART



“ 과거를 통해서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스티브 잡스★

“ 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류 맥아피★★

★ “You can’t really understand what is going on now unless you understand what came before.”, Steve Jobs

★★ “Technology is not destiny. We shape our destiny.”, Erik Brynjolfsson, Andrew McA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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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보태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

• 1976년 애플 컴퓨터 창업
• 1985년 애플 컴퓨터 이사회 사퇴 
• 1985년 NeXT 창업
• 1986년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Pixar 인수

• 1997년 애플로 복귀
• 2007년 아이폰 출시
• 2011년 팀 쿡에게 최고경영자 자리를 넘겨줌
• 2011년 췌장암으로 사망

▲ 아이폰4를 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

 ⓒ Matthew Yohe  CC BY-SA 3.0

01

S 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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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형 인재를 원하신다구요?
대기업 구인 광고 기사에는 스티브 잡스형 인재를 뽑겠다는 제목이 자주 

나온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 통섭형 인재,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따라온다. 대학 졸업을 앞둔 구직자들

은 고민에 빠진다. 어느 학원에서 창의력을 가르쳐주는지 알 수 없다. 인문

학적 상상력을 길러보려고 인문학 콘서트를 찾아다녀 보지만, 인문학적 상

상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되

고 싶은데 무슨 과목을 전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대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가려내기 위해서 요즘 ‘황당질문’이라는 것

을 제시한다고 한다. 질문은 이런 식이다. “애인이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

우면 친구와 애인 중 누구를 택하겠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도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형 인재를 뽑을 수 있

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채용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아이디어로 포장한다

동료가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오면 일단 멍청한 생각이라고 욕부터 한다. 

한 일주일쯤 있다 와서는 자기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흥분해

서 이야기한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동료가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다. 프로

젝트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스티브 잡스는 제프 라스킨Jef Raskin이 애플에 

재직 중일 때 시작했던 매킨토시Macintosh 개발 프로젝트를 빼앗아 자기 이름

으로 발표했다. 매킨토시 후반부는 스티브 잡스의 작품이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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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기 힘든 동료다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라서 회식이 힘들어진다. 스티브 잡스는 초월적인 삶을 

위해 과일로만 연명하기도 했다. 젊은 시절엔 과일로만 한 끼니를 해결하는 

식사와 단식을 번갈아 했다고 한다. 악취 때문에 같이 일하기 힘들다. 샤워

를 하지 않는다. 직장 동료들이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해도 자신

은 과일 식사만 하므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우긴다. 신발도 신지 않는다. 

또 있다. 발바닥에서 열이 나면 화장실 변기통에 발을 담그고 식힌다. 스티

브 잡스와 같이 일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친구의 발명품으로 돈을 번다

동료들의 성과를 가로챈다. Apple I은 원래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혼

자서 취미로 만들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무료로 공개할 생각이었던 Apple 

I을 스티브 잡스가 적정가격의 세 배에 판매하면서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

가 시작되었다. 스티브 잡스가 게임기 회사인 아타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다. 아타리가 벽돌 깨기 게임기를 만들면서 스티브 잡스에게 설계를 

맡긴 적이 있다. 칩을 50개 이하로 줄이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원

래는 몇 개월이 걸리는 작업인데, 당시 HP에 다니던 스티브 워즈니악에게 4

일 만에 만들어 달라고 불가능에 가까운 부탁을 한다. 놀랍게도 워즈니악

은 4일 만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40개 이하의 칩으로 완성한다. 잡스는 

원래 받기로 했던 액수를 속이고 워즈니악에게 아주 일부만 쥐여준다. 무리

한 일정을 세우고 친구를 속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며칠 후에 여행

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행 경비가 필요해서 친구를 속인 것이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조직은 악의 축으로 간주한다

자기와 뜻을 같이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다른 기업이 이미 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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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싫어한다. 성공한 대기업은 무조건 악이다. 자기가 경영하는 애

플은 빼고 말이다. 애플 초창기에는 IBM을 악의 제국이라고 했고,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악의 제국으로 등장한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악의 제국에 대항하는 전사로 보았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욕하는 기업들이 진짜 악의 제국이 맞겠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이 시작했던 프로젝트도 버리고 나면 그 팀은 머저리들이라고 회사 내

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었다. 

사생활이 복잡하다

여자와 마약 문제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다. 스티브 잡스는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아이와 함께 버렸다.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와도 끝까지 잡아

떼다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었다. 마약도 즐겼다.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LSD를 애용했는데,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다. 스티

브 잡스는 빌 게이츠가 고리타분하다며 마리화나라도 피워야 할 거라고 비

아냥거린 적도 있다.

위계질서 같은 건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회사 사장이고 법이고 제 뜻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거스른다. 스티브 잡

스는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대들었다. 거추장스러운 절

차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13살에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 때다. 꼭 필요

한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당시 대기업이었던 HP 회장에게 직접 전화

를 걸어서 무료로 부품을 받았다. 잡지에서 게임을 개발한다는 아타리 

광고를 보고 맨발로 아타리사 로비에 쳐들어가서 취직을 시켜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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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다. 벌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이런 에피소드는 

스티브 잡스의 반항적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원하는가? 이런 직원을 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을까?

“애인이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 친구와 애인 중 누구를 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티브 잡스에게 했다면 의자부터 집어 던졌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해서 후보자의 어떤 능력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창의적

으로 대답이 나왔다고 해서 창의적인 직원이 되는지는 찬찬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의 딸 리사Lisa를 낳았던 크리산 브레넌

Chrisann Brennan은 잡스의 친구와도 번갈아가며 연애를 했다.

아마도 기업의 운영진은 스티브 잡스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얻고 싶었을 것이다. 컴퓨터, 영화, 음악, 휴대전화 산업을 바꾼 스티브 잡

스의 창의력이 그의 어두운 면이 만들어낸 결과물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보상하기 위한 부산물이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내가 사

장이라면 스티브 잡스를 뽑지는 않을 것이다. 난 스티브 잡스를 감당할 자

신이 없다.

스티브 잡스가 부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본다. 스티브 잡스가 나에게 같이 일하자고 부른다면 어떻

게 할지 생각해본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왠지 몸이 붕 뜨는 느낌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마음은 중2에서 더 자라지 않았

나 보다. 나는 왜 스티브 잡스의 부름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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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한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든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스티브 잡스의 주변에는 항상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스티

브 잡스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가 점찍은 인재는 기어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플 컴퓨터를 설립할 때 스티브 워즈니악이 Apple I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HP 직원 신분이었다. 워즈니악은 Apple I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애

플 컴퓨터의 직원이 될 생각은 없었다.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지만 잡스는 

애플을 성공시키기 위해 워즈니악을 반드시 붙잡아야 했다. 매일 워즈니악

을 찾아가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총동원해서 워즈

니악을 설득했다고 한다. 2011년에 잡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워즈니악이 이

런 얘기를 한다. “잡스는 세상을 바꿨다. 잡스는 이미 있는 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엔지니어인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압박할 때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결국에

는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게 잡스였다.”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때 인재를 발굴hire하고 잠재력을 발휘inspire

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최고로 뽑는다. 천리마는 세상 어디에나 있

지만 그를 알아보는 백락伯樂과 같은 사람은 드물다.

기술을 아는 리더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기술을 알았다. 첫째는 기술 자체가 갖는 

힘과 아름다움을 알았고, 둘째는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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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는 (우습게도) 인문학을 숭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한

때 엔지니어였다. 어린 시절부터 주파수 계수기 같은 전자기기를 만들며 놀

았다. 열세 살 여름에 HP 공장에서 주파수 계수기를 조립하는 일을 맡았

을 때 천국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통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배운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 반짝거리는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화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희열을 느낀다. 기술 속에 

감춰진 힘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에 이미 기

술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또, 그는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다. 워즈니악이 취미로 만

든 Apple I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알리는 초석이 되

리라고 예상했다. 제록스 연구소Xerox Parc에서 봤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가 컴퓨터 시장을 바꾸리라는 것을 알았다. 제록스 연구원들이 연구 결

과를 발표할 때 스티브 잡스는 흥분해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매킨토시 컴퓨터의 모티브가 되었고, 매킨토시는 지금 우

리가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뿌리가 되었다. 

제록스 연구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비트맵 그래픽, 위

지윅WYSIWYG 텍스트 에디터 등 현대 컴퓨터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

만, 그 기술을 상업화하고 대중에게 전파한 것은 스티브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가리켜 애플의 제품을 도용했다고 자

주 비판했다. 실은 스티브 잡스도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봐야 

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록스 연구소의 발명품들은 스티브 잡스가 도용

해서 제대로 대중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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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는 그의 행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껄끄러웠을 것이

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중간 매니저

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설계는 산으로 가고, 제품 철학은커녕 누

더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숨지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고객이든 사장이든 제 철학에 안 맞으면 면전에서 ‘똥 대가리’라고 

욕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누구도, 설령 신이라 할지라

도 그의 앞에서는 굽혀야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스티브 잡스는 무엇이 위

대한 제품이 될지는 우리 팀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는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헨리 포드Henry Ford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장사했다면, 그저 빠른 말이나 기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

였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상사를 고를 수 있다면,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사람보다는 틀리더라도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뱀의 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싫어한다. 엔지니어들은 한 발 더 나가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해가 안 되지만, 스티브 잡스는 말만으로 사

람들을 진창에 빠트리기도 했고 천국에 보내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뱀

의 혀를 가졌다.

펩시에서 승승장구하던 존 스컬리John Scully를 CEO로 영입할 때 이런 말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평생 단물이나 팔면서 살테요, 아니면 세상을 뒤집을 

기회를 잡을 거요?”



STORY  01  세상에 보태다, 스티브 잡스 25

출시 예정일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니 2주만 시간을 더 

달라는 매킨토시 개발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출시는 변함없이 바로 

다음 주다. 소프트웨어까지 완료해서 나간다. 우리는 몇 달간 매진해왔다. 

2주가 주어진다고 많이 달라지진 않는다. 출시 예정일에 완성된 매킨토시가 

나갈 것이다. 매킨토시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결말은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되었다.

잡스는 뱀의 혀가 공중의 입자를 녹여서 근처의 먹이와 천적을 감지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타를 날릴 줄 알

았다.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현실왜곡장reality distortion field에 갇히고 게임은 

끝난다. 자기가 말해놓고 ‘정말 멋진 말인데’라는 표정을 지을 땐 스티브 잡

스 자신도 자기가 만든 현실왜곡장에 갇히는 게 아닌가 싶다. 거짓말도 스

티브 잡스의 경지에 이르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대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우주에 스크래치를 한번 내보자!’ 스티브 잡스가 선동할 때 자주 했

던 말이다. 사람은 때로 대의에 인생을 건다. 누구는 종교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다른 누구는 정치를 통해 나라를 바꾸려고 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목숨을 걸기도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대의에 따라 

움직인다. 

기껏 손바닥만한 기계를 만들면서 이 우주에 상처를 내보자고 허풍을 떠

는데, A급 인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이게 통하나 보다. 평생 점잖게 살

기보다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보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

런 게 멋있어 보인다는 게 민망하다. 그래서 아직 중2병인가? 그래도 스티

브 잡스가 나를 불러준다면 가문의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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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의 인문학
스티브 잡스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떠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행사에서 인문학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란다. 스티브 잡스는 소위 ‘문사

철’로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과 출신도 아닌데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진다.

키노트 연설에서 인문학을 꺼낸 스티브 잡스

몇 년 전 애플 행사에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성공은 기술과 인문학의 결

합이 바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인문학에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스티브 잡스의 발언은 단비가 되었다. 방

향을 잃은 대기업에는 복음이 되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를 뽑

기 위해 고민한다. 인문학 콘서트라는 이름의 강좌와 책이 유행이다. 좌우

뇌 통합교육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같은 엔지니어

들에게 물으면 ‘사기 치고 자빠졌네!’라는 말이 돌아온다. 대체로 마케팅 용

어라는 말이다. 잡스의 반항적인 행적과 대중의 맹목적인 반응을 보면 마

케팅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잠깐, 스티브 잡스가 정말 인문학이라고 했던가? 잡스가 사용했던 

단어는 ‘liberal arts’다. 위키피디어에 따르면 ‘liberal arts’는 지식인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문학, 역사, 

★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 sing and nowhere is that more true than in these post-
P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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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뿐만 아니라 예술, 수학, 과학까지 포함된다.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자

유롭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교양이다. liberal이 ‘자유(또는 자유민주적)’라는 뜻

인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능력

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티브 잡스가 의도했던 마케팅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술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애플 제품이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이 사기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난 그 발언에 잡스의 

진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잡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종종 두 개로 갈

린 세상의 경계에 서거나 다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았기에 

말이다.

버림당한 세계와 선택받은 세계

스티브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두 세계를 경험한다. 23살의 시리아 출신 유

학생과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불청객으로 태어난다. 그의 친부모는 그

를 버린다. 그의 양부모 폴 잡스Paul Jobs와 클라라 잡스Clara Jobs는 자신들의 미

래를 저당 잡히면서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친모가 아이를 맡기지 않으려고 할 때, 잡

스의 양부모는 스티브 잡스를 없는 살림이지만 반드시 대학에 보낼 것이라 

약속하고 기어이 입양한다. 잡스를 버린 세계와 잡스를 선택한 세계. 잡스

에게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세계와 잡스를 위해 삶을 바친 세계.

기독교와 불교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양부모를 따라 루터교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잡지

에 실린 기사를 보고 목사에게 물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굶어 죽

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느냐고.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28 PART  I  왜 실리콘밸리인가?

답했다.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였고, 그 이후 잡스는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

이지 않았다고 한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불교에 귀의하였고, 한때는 진지하

게 승려가 될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잡스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한 기독 

세계와 잡스에게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든 불도의 세계. 

개방과 폐쇄

스티브 잡스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Homebrew Computer Club 출신이다. 회원들은 모

여서 취미로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제작 기술을 공유했다. 모임은 자유

롭게 개방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기술을 좋아하고 대가 없이 사람들과 가

진 지식을 나누는 실리콘밸리의 열린 문화를 대표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서 태어난 애플 컴퓨터는 폐쇄적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매킨토시는 기

능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확장 슬롯을 없앴다. 아예 사용자가 컴퓨터 본체

를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애플의 운영체제는 애플 제품 이외에서는 동

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이폰까지 이어졌고, 아이폰은 배터리부터 앱스토

어까지 애플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개방된 세계와 폐쇄된 세계. 

기술과 인간 

스티브 잡스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고 기술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워즈니악과 어울리면서 숨겨진 세일즈맨의 기질이 깨어난다. 워즈

니악은 정식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컴퓨터 회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

두 만들 수 있는 천재였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어려워했다. 반면, 스

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위 팔릴 만한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 협상을 할 줄 알았고, 사람을 즐겨 다뤘다. 만드는 재미를 알려준 

기술의 세계와 기술이 도구가 되는 인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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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과 동양

스티브 잡스는 서양인이다. 서양은 이성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잡스의 고향

인 실리콘밸리는 논리가 핵심이다. 기술과 실용주의가 꽃을 피운 곳이다. 

여기서 나고 자란 스티브 잡스의 뿌리는 이성주의라고 봐도 될 듯하다. 그

러나 자라면서 동양의 통찰력과 깨달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니던 회

사를 잠시 접고 인도의 구루를 찾아 7개월간 인도를 여행하기도 했다(실리

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구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 일본 선불교에 

심취했고, 극단적으로 단순한 일본식 미학이 그의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췌장암에 걸렸을 때 의학을 신뢰하지 않고 대체요법을 고

집하는 등 지나친 면도 있었으나 서양의 기술에 동양의 정신을 입히지 않

았나 생각한다. 합리주의의 서양 세계와 통찰력의 동양 세계. 

버림당함과 선택받음, 기독교와 불교, 개방과 폐쇄, 기술과 인간, 서양과 

동양. 원래의 세계를 버리고 다른 세계를 선택하거나, 두 세계를 가로지르

거나, 두 세계의 경계에 서거나. 난 스티브 잡스에게서 자유에 대한 열망을 

본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두 세계에서 부딪히며 방황하는 모습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세계

를 선택하고 원래의 세계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자

신을 버린 친아버지를 가리켜 그저 정자 은행이었을 뿐이었다며 평생 만나

지 않았다(사실은 서로 모른 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무슨 삼류 드라마처

럼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폴과 클라라 잡

스가 1000퍼센트 자신의 부모라고 강조했다. 

양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그의 피는 친아버지의 것이 맞

았던 것 같기도 하다. 친아버지가 23살 때 스티브 잡스를 버렸는데, 스티브 

잡스가 딸 리사를 버렸던 것도 23살 때였다. 필연 같은 우연이다.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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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 그의 친아버지가 너무 

늦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먼저 아들에게 다가서진 않았다. 

“우리 둘 다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먼저 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들의 

유산을 노리는 아버지로 보이는 게 싫다. 이것이 시리아인의 자존심이다.”라

며. 잡스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고, 둘의 만남은 평행선으로 남았다.

잡스는 자신의 핏줄을 부정했지만 자기 아들 리드Reed에게서는 강한 핏줄의 

힘을 느꼈다. 자존심이 강하고 도전적인 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길 진정한 유산을 보았을 것이다.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

던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아들을 창고로 부른다. 아꼈던 그의 오토바이를 

아들에게 선물한다. 아들이 빚을 갚겠다고 말한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아

들에게 말한다. “넌 빚이 없어. 내 핏줄DNA이니까.” 난 이 대목에서 울었다.

희한하게도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얘기를 꺼낼 때면 DNA란 단어를 썼다. 

(26쪽의 각주를 읽어보라.) “애플의 핏줄DNA에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이 있습니다.” 소름이 돋는다. 삶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가슴이 벅차도

록 오묘하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여러분들이 놓는 삶의 

점들은 지나고 나서야 뒤돌아보며 이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다. 스티브 잡

스의 인문학은 잡스의 인생을 촘촘히 이을 때에야 비로소 보인다.

스티브 잡스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 보면 그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

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뭘 들려주고 싶었을지 희미하게 

들리는 듯싶다. 그의 인문학은 대학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인문학

은 인문학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가 좋아했던 선불교의 선문답으로 그의 인문학에 대해서 정리해볼

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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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의미’라고 본다. 기술이 의미

를 만나면 제품이 된다. 제품에 의미를 더하면 작품이 되고 철학이 된다. 

어릴 때 ‘인생은 모닥불의 재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타고 남은 

재는 허공으로 날아 올랐다가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얼마나 높이 날든, 결국 죽음으로 돌아간다. 인생무상이라

는 얘기였다.

잡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역사를 보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보

다 똑똑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보다 똑

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라.”

반면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실리콘밸리를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 나는 HP와 같은 선배들의 유산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물

줄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의 두 얘기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이다. 두 발로 스스로 일어선 사람만이 자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살면서 앞을 향해 돌을 놓지만, 돌아보며 돌을 연결할 때에야 의미

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인생이라는 재는 사방으로 날아가고 결국 땅에 떨

어지고 말지만, 아침이 되어 수북히 쌓인 하얀 재를 보며 뜨겁게 타올랐던 

모닥불을 기억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의 스티브 잡스 전기는 죽음에 대해 나눴던 대화

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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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반반이라고 대답할 거에요. … 그

래도 실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기를 바래요. 그동안 쌓았던 지혜와 지식

이 삶의 끝에서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쉽잖아요.” 

한참 생각하고는….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스위치를 딸깍 내리는 것처럼 한 순간 모든 것이 사

라지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참을 생각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내가 애플 제품에 스위치 넣는 걸 싫어했나봐요.” 

원래 무겁게 쓰려던 것이 아닌데 쓰다보니 쓸데없이 감상적이 되어버렸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며 떠오른 단어를 늘어놓고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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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 개의 파트를 통해 실리콘밸리를 돌아보았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여 구글을 확대하여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의 미국생활 경험까지 

이어졌다. 한편, 글의 내용은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사람들 간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었고, 분석보다는 통찰을, 해답보다는 문

제제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냥 밝은 면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두

운 면도 균형 있게 보려고 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독자들도 책을 

덮으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는 여행을 함께 떠나면 좋겠다.

“실리콘밸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우리도 구글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우리도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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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a Job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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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 case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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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truction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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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ink 268
Dave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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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Mind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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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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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Snowden 103
EdX 269
ELS 어학원 256
Eugene Kleiner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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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child Semiconducto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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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Terma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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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 Kasparov 123
GDP 126
Genentech 34
GFE 105
GF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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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프로젝트 79
Golden Gate Language Schools 257
Googlegeist 177
Gordon Moore 50, 59
GP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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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Ford 24, 70
Herbert Hoover 70
Homebrew Computer Club 28
Hummer 178

I

Ian Morris 117
IBM 20
IIT 197
Incognito mode 162
Income Inequality 99
interaction 207
IPO 93
Isaac Newton 69
ISP(International Student Placement) 259
iteration 207
ITU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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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Las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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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 Rask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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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Sander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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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Rosenberg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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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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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H TV 65
K-드라마 183
K-팝 183

L

Larry Page 133
Leo Esak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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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Congress 134
LIFE 67, 79, 68, 69
Linus Torvalds 80
LSD 20
Lynbrook High School 250

M

Macintosh 18
MapReduce 205
Massive Open Online Course 269
MBA 198
MBWA(Management By Walking Around) 41
Meredith Woo 92
meritocracy 185
Minix 80
MIT 45, 47, 57, 215
MIT 인공지능 연구소 79
Monta Vista High 250
Mozilla 160
MP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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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SA 60
National Industry Policy 92
negative resistance diode 50
nerds 70
Nikola Tesla 70
NPR 272
NSA 103

O

Objectives and Key Results 188
OCR 113
OKR 188
OpenRISC 프로젝트 84
outliers 252
overqualified 19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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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Holden 40
Paul Jobs 27
Paul Romer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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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it forward 72
PBS 113
peer review 138
peer reviewer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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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co 57
P-N 접합 다이오드 50
post-mortem 170
profit sharin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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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ra 197

R

Ray Kurzweil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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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distortion field 25
Red Ha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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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215
Richard Stallman 79
Robert Noyce 3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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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254
Sebastian Thrun 270
Sergey Brin 133
SFKorean 259
Sheldon Roberts 59
Sherman Fairchild 51
Shockley Semiconductor Laboratory 48
Silicon Valley 33
singularity 113
Sir Ken Robinson 268
snippet 188
solid-state electronic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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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106
stand-alone 66
Stephen Hawking 69
Steve Jobs 17, 269
Steve Wozniak 19
Sun-1 75
Susan Cain 268

T

TCP/IP 83
TED 265, 267
TGIF 173
Thank God It’s Friday 173
TuneIn 272
Take Our Daughters and Sons to Work Day 180
tech talks 227
Ted Hoff 63
Test Certificate 231
The Great Depression 45
the next billion Internet users 125, 186
the next-bench syndrome 42
The Knack 67
The Washington Post 103
Thomas Edison 70
Tim O’Reilly 129
topocracy 185
trade-off 206
traitorous eight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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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C(University of California) 261
UC 버클리 261
UC 버클리의 컴퓨터과학과 255
UCLA 261
Udacity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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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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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 Disney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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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123
WikiHous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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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Shockley 198
Wright brothers 7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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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타일 182
개리 카스파로프 123
개밥 194
건강보험 39
건고 250
검색엔진 74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60
결핵 45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168
경험주의자 64
고든 무어 50, 58, 59, 61, 63
고용률 97
고체전자공학 47
곡식 89
골든 게이트 어학원 257
공간 복잡도 204

공짜 점심 192
공학 문제 143
과경력 199
관우 64
광학문자인식기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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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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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벤처스 75
구글 북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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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팩트 챌린지 76
구글 캘린더 189
구글 토크 165
구글 플렉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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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 정책 92
국립중앙도서관 134
국제전기통신연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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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게일 교수 56
그리넬 대학 57
그리넬시 57
글라이더 56
글래스도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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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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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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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컴퓨터 66
넷스케이프 82, 160
노벨 물리학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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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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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테슬라 70
닉슨 대통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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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12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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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45
대덕연구단지 47
대잠 전투 수행 그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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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패커드 38
데이터센터 78, 81
도로교통공단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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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갚기 72
동료 평가 138, 233
동료 평가자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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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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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엘리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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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마인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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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대학 266
라이카 54
라이트 형제 70
래리 페이지 69, 74, 133, 174
러다이트 운동 119
러시아 93, 153
레거시 코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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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에사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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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쥬메 143, 211, 215
로버트 노이스 35, 49, 50, 55, 58, 59, 61, 73, 92
리누스 토발즈 80
리눅스 78, 80
리더빌리티 232
리드 30
리뷰어 139
크리산 브레넌 21
리처드 스톨만 79
린브룩 고등학교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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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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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20, 159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3
마이크로소프트 포켓 PC 122
마이크로 키친 191
마이크로프로세서 52, 61
마크 주커버그 69
마틴 루터 킹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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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18, 25
매킨토시 컴퓨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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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리듀스 205
메러디스 우 92
메타데이터 104
멘토링 225
모스크바 대학 152
모질라 160
목표와 핵심 성과물 188
몬타비스타고 250
무선 인터넷 76
무어의 법칙 120
무열화 120
무인자동차 133
무한 복제 120
미국 국가안보국 103
미국 국회도서관 134
미국 대학입학시험 254
미국 백악관 182
미국 의회 예산처 99
미닉스 80
미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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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학 47
반복 207
배신자 8인 51
백락(伯樂) 22
버라이즌 103
버락 오바마 270
버클리 239
버클리 대학 유학사무소 261
베이징대 197
벤자민 웹 72
벤자민 프랭클린 72
벤처 캐피털 51
벨 연구소 47, 56
벽돌 깨기 게임기 19
병렬 처리 204
보더스 서점 94

보스턴 차 사건 282
부성 저항 다이오드 50
분산 시스템 204
블랙홀 112
비트맵 그래픽 23
빅터 그리니치 59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75
빌 클린턴 267,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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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 브레인스토밍 158
사파리 83
사회개발지수 117
사회성 결핍 증상 67
사회적 비용 86
사회 환원 문화 76
산업혁명 116
산타클라라 밸리 35, 54
산타클라라 카운티 98
산호세 34, 68
산호세 주사랑 교회 280
삼성 갤럭시 81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23
상충점 206
새누리 교회 278
샌프란시스코 34, 58
샌프란시스코 공항 33
샌프란시스코만 154
생명공학 34
생체배터리 125
서류심사 218
서재필 277
선문답 30
세계 슈퍼컴퓨터 81
세르게이 브린 69, 133
세바스찬 스런 270
세사르 히달고 185
세월호 사고 168
센추리 어학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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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던 로버츠 59
셔먼 페어차일드 51
셔틀버스 191
소득분배율 185
소득 불균형 97, 99
손목시계형 계산기 42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 48
쇼클리 연구소 57
수잔 케인 268
슈퍼인턴 150
스니펫 188
스마트 렌즈 144
스마트 시계 122
스마트폰 81, 122
스마트폰 OS 133
스캐너 113
스크린 리더 136
스타벅스 282
스타일 가이드 232
스탠다드 오일 40
스탠드얼론 66
스탠퍼드 239
스탠퍼드 대학 38, 74, 278
스탠퍼드 산업단지 46, 48
스티브 워즈니악 19, 22
스티브 잡스 35, 55, 66, 73, 269
스티븐 호킹 69
스푸트니크 1호 54
스푸트니크 충격 60
시스템 설계 203
시인 70
시크릿 모드 162
신디사이저 113
실리콘밸리 33
실리콘밸리력 원년 54
실리콘밸리의 독립선언서 65
실리콘밸리족 34
실리콘 트랜지스터 60
실무 면접 144
실시간 전송 120
심화 평가 유형 205

싸이 182
싸이월드 122
썩은 사과 이론 169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6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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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120
아놀드 베크먼 48
아두이노 84
아들과 딸을 직장에 데려오는 날 180
아마존 65, 69, 94
아마추어 HAM 라디오 45
아웃라이어 252
아이러브스쿨 122
아이오와주 55, 57
아이작 뉴턴 69
아이젠하워 대통령 60
아타리 19, 20
아프리카 76
안드로이드 74
알고리즘 203
알고리즘 문제 204
애봇 연구소 34
애스트로 텔러 144
애자일 233
애플의 뉴턴 122
앤드류 맥아피 116
앤드류 응 270
앤디 그로브 63
앤디 벡톨샤임 74
앨 고어 267
앰젠 34
얀덱스 156
어드민 198
에드센스 165, 166
에드워드 스노든 103
에릭 브린욜프슨 116
에릭 슈미트 174
에사키 다이오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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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저주 68
엘빈 토플러 116
연말 디너 파티 187
열대우림 94
영국 방직 공장 118
영어 튜터 224
옆자리 증후군 42
예외 케이스 203
오디오 발진기 39
오병이어의 기적 84
오클랜드시 96
오프사이트 187
오픈소스 8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78
오픈소스 콜라 프로젝트 84
온라인 공개수업 269
완전고용 97
왓슨 123
우산 보험 68
우생학 51
운동화 포장 상자 73
운영체제 83
워싱턴 포스트 103
월드 와이드 웹 135
월터 브래튼 47
월터 아이작슨 31
월트 디즈니 39
웨스팅 하우스 40
웹 브라우저 158
웹 서비스 164
위지윅 텍스트 에디터 23
위키피디어 84
위키하우스 84
윈도우즈 운영체제 81
윌리엄 쇼클리 44, 47, 198
윌리엄 파리아 초등학교 250
윌리엄 휴렛 38
유닉스 80
유리 진공관 56
유비 64

유진 클라이너 59, 65
유튜브 182
은하연방 54
은하영웅전설 54
음반산업 120
의사 192
의존성 테스트 230
이력서 215
이승만 277
이안 모리스 117
이앙법 90
이윤 분배 제도 40
이합집산 64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60
인디언 격언 129
인문학 26
인문학 콘서트 26
인생무상 31
인스타그램 127
인터넷 익스플로러 83, 159
인턴제도 149
인텔 60, 73
일반 지능 123
일본 92
일본 선불교 29
일제강점기 277
임마누엘 장로교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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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국 241
자동차 보험 68
자바스크립트 164
자선단체 76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79
자율주행 자동차 122, 144
자율 출퇴근 시간제 39
자이가이스트 177
잡초 91
장로교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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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64
재능 67
재스민 혁명 109
저스틴 비버 182
전원집합 176
정보혁명 116
제2차 기계시대 116
제3의 물결 116
제넨텍 34, 65
제록스 연구소 23
제록스 프린터 79
제리 샌더스 65
제이 라스트 59
제퍼디! 123
제프 라스킨 18
제프 베조스 69, 94
조너선 로젠버그 178
존 바딘 47
존 스컬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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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스 블랑크 59
중앙 코드 저장소 139
증기기관 117
지메일 165
지식 전달 채널 139
지위사회 185
진단 평가 유형 205
진 호엘니 59
집적회로 55
짝 프로그래밍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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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큐베이터 51
창업지원센터 46
창조적 재조합 91
창조적 파괴 91
천리마 22, 156
체스 경기 123
체스 그랜드마스터 128

췌장암 29
취업비자 88
칭화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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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 마키아토 282
카르다쇼프 척도 111
카페테리아 191
칼텍 47
커뮤니티 칼리지 256, 259
커피숍 282
컴파일러 78, 83
컴퓨터 혁명 91
케임브리지 대학 69
켄 로빈슨경 268
켄 제닝스 123
코닥 127
코드 검색 228
코드 랩 227
코드 리뷰 138, 139, 227
코딩 139, 202, 203
코레일 194
코리아 타운 276
코카인 20
쿠퍼티노 34
쿠퍼티노 학군 249
쿼라 197
퀘스트 64
크로미움 84
크롬 OS 164
크롬 83, 163
크롬북 164
클라라 잡스 27
클린턴 대통령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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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효과 50
터미네이터 115
테드 호프 63
테스트 서티피킷 231
테스트 프레임워크 230
테크니컬 라이터 228
테크 토크 227
토마스 에디슨 70
투명성 보고서 179
튜링 테스트 114
트랜지스터 47, 55, 5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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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113
팀 오라일리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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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사고 168
판타지아 39
팔로 알토시 47, 249
페어차일드 반도체 51, 55, 60, 73
페이스북 69, 76, 109, 122, 127
펩시 24
포스트모템 170
폴 로머 122
폴 잡스 27
폴 홀덴 40

프레더릭 터먼 38, 44
프레몬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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