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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ver: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라는 말은, 그만큼 교육
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는 말이기도 합
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 또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됩
니다. 훌륭한 교육자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인재도
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KAIST 경영대학이 올 가을, 6명의 신임 교원을 새로
운 식구로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경쟁력
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이들이 펼치는 교육
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발전
해 나가고 있는 KAIST 경영대학. 이제 우리는 탁월
한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갖춘 이들 6명의 신임 교원
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교육 전문가들, 바로 KAIST 경영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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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Becoming the
“Business School
of Choice”
KAIST
Business
School

Dean K. Ravi Kumar _ KAIST Business School

For the three months that it has been my
pleasure to be the Dean of the KAIST Business
School, I have had numerous meetings with all
our stakeholders: meeting almost all of our faculty
and staff, many of our students, a number of alumni
and also corporate leaders. It has been truly an invigorating experience, one in which I have been listening intently
(as my mother once told me, “you have two ears and only
one mouth, so listen twice as much as you speak”) and
gaining much respect for the vast resources of support that
KAIST Business School has for achieving glob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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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y yardsticks to measure scholastic global excellence
has to do with our students and alumni:
• Are our graduate students and alumni sought after by the
best global companies and offered a premium compensation package and working conditions?
• Are our Ph.D. students sought after by the best global
universities and, similarly, lured by premium compensation package and working conditions?
• Do all of our students add superior value to their new positions once taken, creating successful careers for themselves?
• Last, but not least, do they become our “walking, talking
brands” once out in the world of commerce? An example
is Mr. Kim Shin-Bae, an alumnus of KAIST Business School and Vice Chairman and CEO of SK C&C, who was
video-taped by KBS at KAIST facilities, for broadcast in
their Korea Top CEO Special Lecture Series.
Why is this good yardstick? It is clearly measurable year after year, in both the global dimension (for example, counting
the number of global companies appearing and recruiting on
campus and hiring our graduates) as well as the compensation package (track the salaries paid to our graduates). More
importantly, it addresses two very questions that we, as educators, need to ask ourselves: why should the best students
come to KAIST Business School and why should great global companies come to KAIST Business School to recruit talent and pay a premium (with all the other great choices that
they may have)?
CORPORATE CAPITAL
An essential ingredient to our achieving global excellence is
what I call the “corporate capital” of KAIST Business School. This comprises our alumni who are senior corporate executives and leaders of their companies as well as corporate
well-wishers who want to see KAIST succeed globally. In
the last six weeks, I have had the pleasure of hosting at
KAIST Business School (or visiting them in their headquarters), Chairmen/CEOs of several outstanding global companies, both small and large in size, in the air transportation
service, financial service, food, electronics, automotive and
power industries. And each of them confided to me and our
faculty their most important need: human resource talent to
help them succeed globally. They are more than willing to
help KAIST Business School design innovative curricula,
mentor and educate our students, and at the same time, send
their managers and executives to our programs if it will pay
off in recruitment or creating top talent for their companies.

bal excellence is our students and their aspirations. We know
that we recruit the brightest students who are eager to learn
and willing to work hard. It is also essential that our faculty
provides rigorous training in the basic business disciplines
and necessary depth in their functional areas of interest. In
my opinion and, as I tell our students, they need to understand what drives the creative side of the industries that they
are planning to join (scientists in pharmaceuticals, engineers
in technology companies, actors and directo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etc.) so that they can fit into the corporate
culture and create value for their employers right from the
start. So it is important that our students strive to become
global in perspective, innovative in spirit, collaborative by
nature, competent in communicating, socially responsible in
values and last but not least, extremely confident that they
can compete with the best business school students in the
world. This is what corporate recruiters at top global
companies are looking for and will pay a premium for.
INNOVATIVE PROGRAMS
KAIST Business School, faculty and our corporate wellwishers are busy at work devising ways in which our curriculum can become more innovative and offer experiences for
our students to acquire all those attributes just mentioned.
For example, KAIST Business School is partnering with
Nokia in a research project competition that will look at how
consumer loyalty can be increased by providing better usage
of Nokia’s mobile phones. Several teams of KAIST MBA
students will compete by engaging in market research, putting into effect all that they have been taught in their courses
and reporting back to the company executives thei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nother experience awaiting a group
of KAIST Business School students is an invitation to the
Global Consulting Challenge. This is held at a premier U.S.
university, where the evaluators are all senior principals or
partners of top consulting companies like BCG, Bain, Booz
Allen, Deloitte, Accenture, Cap Gemini, etc. The competing
MBA teams will be from Stanford, Wharton, Berkeley,
Northwestern, Yale, London Business School, HEC in Paris
and HKUST from Hong Kong etc. This is one of the privileges and part of the experience that I bring to KAIST Business School as a former senior administrator at a top US Business School.
It is exciting for me to begin, with the help of our faculty,
staff, students and corporate capital, the process of building
the basic elements of a systematic effort to make KAIST
Business School the “business school of choice” in Asia and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 STUDENT/FACULTY DYNAMIC
Another essential ingredient necessary to our achieving glo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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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窓
이러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온기’
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직도‘서바이벌 모드(Survival Mode)’
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
은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기업들의 경영 초점은 현금 확보, 자산 보호
등의 서바이벌 이슈였으나, 이제는 시장점유율 확대, 신기술 확
보, 신수종 사업 추진, 브랜드 파워 증진 등 새로운 기회 포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재무 기능과 역할도 전통
적인‘백오피스(Back Office)’기능에서 벗어나 이러한 기업의 전
략적인 욕구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가
치 창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의 재무 기능과
역할의 변화
국균 대표 _ 언스트앤영 한영

좋은 와인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산과 타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 중 산은 와인이 오랫동안 숙성되면서 조화로
운 맛을 이끌어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
다. 즉 와인이‘무너지지’않도록 뼈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
는 기업에서 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부서라고
본다. 재무부서는 기업의 중심에 서서 일선 사업 부서들과의 조
화로운 협력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신호탄으로 금융 위기의 쓰나미가 몰아
친 지 이제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 총액으로 무려 4조 달러가 증발했다고 한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기를 느끼는 듯하다. 신
흥 시장에서 시작된 증시 회복세가 점차 선진 시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이다. 며칠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미국 경제가 심각한 하강 국면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동안 고전을 거듭해 온 유럽 경기도 독일을 선
두로 서서히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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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심각한 금융 위기와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기업 재무
부서의 기능과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을 맞이했
다. 과거 재무부서의 역할은 대부분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
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환경은 재무부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변
화를 재촉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무부서의 운영과 관련
해 운전 자금의 효율적 관리, 대차대조표의 건전성 유지, 경영 실
적에 대한 정확한 예측, IT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우수 인력 유
지 등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계약
상대의 재무 건전성, 공급망 관리에 따른 리스크, 무형 자산 보
호, 데이터 보안 등 새로운 분야의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환경과 정부의 규제
활동은 어떠한가? 금융 및 경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투자
자와 채권자의 요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시장의 자율성
보다는 정부 규제의 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가 간의 교역
도 자유무역보다는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모습이며, 변화무쌍한
외환 시장은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부서 임원은 작금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기반성의 질문
을 던져 보아야 할 때다.
우리의 재무 시스템은 신속한 경영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산 및 예측 시스템은 효율적인가?
우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하
고 있는가?
기업의 사업 전략과 실적 평가를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 인력은 확보되었으며 체계적
인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언스트앤영이 글로벌 기업의 재
무담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재무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능력 강화(81%)
재무 기능 지원을 위한 IT 시스템 향상(81%)
재무 기능과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의 연계(80%)
기획, 예산, 그리고 예측 시스템의 향상(73%)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리 강화(71%)
실적 평가 및 관련된 KPI 향상(71%)
재무 프로세스의 정형화 및 향상(67%)
재무 및 경영 보고서의 질적 향상(63%)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기업의 재무 기능과 역할에 대
한 기대는 더욱 큰 도전을 맞이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재무 기능과 역할은 어떠한 모습일까?
첫째, 재무부서는 일선 사업 부서들과 철저한 공조 체제를 갖추
어 기업의 전략과 사업 계획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경영진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비즈니스 어드바이저(Business Advisor)의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본 시장 및 경제 현황
전략적 목표 달성 지표
사업계획 진행 상황
설비 투자비용(Capital Expenditure) 효과 검토
예외사항(Exception) 및 실무 중심(Action-Based) 보고서
둘째, 재무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 표준화해 전사적으로 공
통된 재무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및 재무 보고체계를 갖추어 기
업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혁신해야 한다. 재무부서의 조직
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재의 재무부서 조직이 사업부 또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느슨
한 조직이라면 이를 통합해 로컬-리저널-글로벌(LocalRegional-Global) 보고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셰어드 서비
스(Shared Service) 및 아웃소싱(Outsourcing) 시스템을 도입
해 전사적인 경비 절감에 동참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현 재무부서의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가 사업부 또는 지역에
따라 중복되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면 전사적인 글로벌 기준을
도입, 정형화해 업무 프로세스를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고 업무

품질, 비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의 실적평가제도가 사업부별로 상이하거나 충돌하는 상황
이라면 전사적으로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KPI를 개발해 기
업의 전략적 목표 및 사업 계획 달성을 주도하는 평가 시스템
을 구축한다.
현 재무부서 임직원의 역량이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치우쳐져
있다면 사업 감각과 리더십에 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배출
하기 위한 인사 및 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미흡해 정확하고 유용한 경영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사적 통합 데이터 기준을 도입해 재무
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한다.
IT 시스템이 사업부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
신속,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사적인 통합 시
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아키텍처와 툴을 정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재무부서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사업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프로젝
트 및 사업부의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프로세스 개선
(Process Improvement), 원가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내부 통제 환경 및 각종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야 한다. 또한 내부 경영진,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 영업 실
적 및 재무 지표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재무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치중된 백
오피스의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과 가
치 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저의 기
능과 역할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것을 권유하며 이 글
을 마친다.

언스트앤영의 재무조직 운영 모델
조직관리 및 리스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재무정책 구축,

일관성 있는 글로벌 기준의 정비,

능력과 적합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의 배치,

재무정책,

데이터,

프로세스,

조직구조,

인적자원,

지역 및 조직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무 프로세스의 실행,

성과관리,

IT

성과측정시스템 확립 및 재무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

재무 기능의 가치창출을 위한 재무시스템과 툴의 정비

사업부서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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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Cross Cultural Management

Cross Cultural Management:
The Cornerstone to Effective
Global Leadership
Professor Betty J. Chung _ 테크노경영대학원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requires a set of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that must equip managers and leaders to view the entire world as its marketplace. Whether
one is leading an entire organization, a business unit, a geographically dispersed team, a technology transfer project, or a
functional group with diverse team members, the ability to
work effectively across cultural and national boundaries is
absolutely essential to leadership success.
The well disputed questions that both industry leaders as
well as academics grapple with are: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lobal Leadership and
Domestic Leadership? What is the definition of a Global
Leader?
• Given this definition, what are the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needed in today’s complex world?
• How can I develop these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What is distinctive about global leadership?
People often ask what is distinctive about global leadership
that is different from leadership in a domestic environment.
Yes, one may argue that many of the tasks that leaders face
are common to any setting, global or domestic. However,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make “global leadership” particularly challenging. These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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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Geographical distance
Time zones in multiple continents
Virtual relationships
Language barriers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Distinctive cultural values and patterns of action that are
embedded in a variety of institutions (educational, legal,
political, religious) as well as in common business practices

What is a global leader?
Global leaders face special challenges that require additional
competencies. To clarify, a global leader is commonly defined as someone that cultivates business in a foreign market,
sets business strategy at a global level and manages globally
diverse and diffused teams. According to a Conference Board research report, 73% of managers agree that domestic
business leadership and global leadership differ in the skills
required.
Some of the challenges that global leaders may face are managing a diverse group of employees and business processes;
adaptively approaching problems and challenges; adjusting

to new values and cultures; and adapting to different types of
business and personal stressors. To address the unique challenges of global leaders, researchers have identified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that can contribute to success.
What are the key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Among these global competencies, developing a global mindset,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and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re paramount to succeeding in the global
workplace. Morgan McCall and George Hollenback studied
successful global leaders and developed a list of common
competencies specific to the global leader (see Table 1 below). Companies seeking smart strategy initiative and HR
practitioners can use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leaders and thus the overall global
business strategy.
Table 1: Global Executive Competencies
• Open-minded and flexible in thought and tactics
• Cultural interest and sensitivity
• Able to deal with complexity
• Resilient, resourceful, optimistic and energetic
• Honesty and Integrity
• Stable personal life
• Value-added technical or business skills
Source: McCall, M., & Hollenbeck, G. (2002). Developing global executives: The lesson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While a leader in any context will need to set a direction for
his or her group and align human resources and capital, the
need to work across physical and cultural boundaries can
make this common leadership challenge much more demanding. As illustrated earlier given the increased complexity
of global leadership and the need to produce global managers and leaders who can be deployed ANYWHERE in the
world, then next question one may ask is:
How do I prepare myself for a global assignment? What Do
Expatriates Learn on Assignment?
Research suggests that expatriates who has mastered a job in
a very different business setting is often able to move into
another leadership position, at home or abroad, with significantly enhanced capabilities. For instance,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who have completed a successful expatriate assignment:

• Have a better sense of perspective regarding their pers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s well as those of their organization
• Can look at strategy from more angles and find blind spots; can analyze a problem from different viewpoints
• Ask more insightful questions
• Are accustomed to not knowing everything and able to
handle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that characterizes
changing market environments
• Are less sure they have the right answer but more confident they can find it through a network of relationships founded on mutual trust and respect
• Connect better with various kinds of people while leveraging diverse contributions
Expatriates have various experiences when they return home, depending upon their own efforts and the degree to
which their employers value what they have learned. These
experiences range from running key businesses with significant global growth prospects to being sidelined in a domestic
job that does not utilize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have
acquired abroad.
Source: Dr. Ernest Gundling, Co-Managing Director of Aperian Global,
San Francisco, CA

In summary. as organizations become increasingly global,
they recognize the need to leverage their international presence to better meet the needs of customers, create economies of scale, increase efficiency, and optimize the talent of
new and existing employees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located in the world. Team leaders must be equipped with
new skill sets and a global mindset to effectively keep their
geographically dispersed team members connected, informed, and motivated. Cross cultural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is the cornerstone for effective global leadership-it is
a critical necessity in order to PLAY and survive in this complex, always changing and diverse playing field.
Source: Karen Cvitkovich is managing director of global talent development and practice group leader, global teams, for Global, Boston, MA

Dr. Betty Chung has been a Professor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at KAIST Business School for the past 12 years
and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Global Leadership Institute. She has helped both domestic companies in Asia as well
as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US, Korea, Taiwan work
through issues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and build global leadership capabilities and competencies.
• Dr. Betty Chung can be contacted at bchung@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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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Negotiation in China

변웅재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내가‘중국협상전략’강의 첫 시간에 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방 협상 대표의 갑작스러운 전면 등장,
소개하는 중국말이다. 대략의 뜻은 무대 위에서의 1분은 무대 평범하지 않은 말투, 그리고 이후 중국어 통역의 내용에 중방 협
밑에서의 10년간 노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 상팀도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한방 협상 대표는 말을 이었다.
체들의 중국 협상에 참여하면서 이 말만큼 중국 협상을 연구하고 “이 합의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합자 회사의 극비 사항입
공부하는 데 적절한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 협상에서 중요 니다. 이 합의서는 중국 각 부문에 제출될 것인데, 이러한 우리
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1분도 채 안 되는 순간의 판단과 행 합자 회사의 극비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동이 큰 흐름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1분도 안 되는 순간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이 말에 중방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판단과 행동은 협상 참여자의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지식, 그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그러면 합자 회사의 극비 사항은 모두 삭
리고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협상은 지혜로운 자 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물론 여기서의 극비 사항은 합의서에
의 게임이라고 한다(
)1.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기재된 구체적인 숫자들이었다. 결국,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보겠다.
한방이 걱정하던 모든 숫자들은 삭제되고 양측은 신속히 다른 의
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협상 대표를
2002년 우리나라 중국 투자 역사상 기념비적인 한중 간 합자협 맡은 한방 인사는 비록 국제 협상에 참여한 경험은 적지만 오랜
상의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었다. 중방(한중 간 협상에서 중국 측 세월 동안 치열한 영업 활동, 그리고 노조와 회사의 운명을 건
을 통상 이렇게 호칭한다)이 Framework Agreement(
) 협상으로 단련이 된 사람이었다. 이러한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 안에는 한방(한중 간 협상에서 한국 측 고 체화된 인격이 이런 협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을 통상 이렇게 호칭한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숫자들
이 많이 들어 있었다. 적어도 5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자. 어느 합자 계약 서명을 앞둔 협상 막
협상팀은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 협상할지 막막해 하면서 논의를 바지에 중방이 갑자기 한방의 모 회사(Parent Company)의 연대
했는데, 당시 뒷자리에 앉아 협상 실무진들의 상황을 말없이 지 보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방은 중국 내 투자성 회사를 통해
켜보던 한방 협상 대표가“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 하는 것이 아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한국 모 회사의
닌가. 그리고 얼마 후 협상이 개시되자마자 한방 협상 대표는 연대보증은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저는 귀사의 합의서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큰 목소 이때 중방 협상 대표가 감정이 격화되어 만약 한방 모 회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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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증이 안 된다면 중방도 아무 계열사나 데려다가 합자 계약을
체결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방 협상 대표는 중방 협상 대
표의 이런 실언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협상을 여기서 중단하고
이러한 중방의 입장(즉, 아무 계열사나 데려다가 합자 계약을 체
결하겠다는 입장)을 한방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 합자 진행 여
부를 결정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말에 중방 협상팀은 내부
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우선 한방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고
는 오늘 저녁까지 유보해 달라”
고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예상대
로 그날 저녁 중방은 한방 모 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철회했고
합자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다. 이 건의 한방 협상 대표 또한
오랜 기간 이 회사의 부침과 함께 하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온갖
경험을 통해 이런 능력을 익혔을 것이다.
협상에서 항상 한방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중방의 노련한 협상
전술에 당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합자 계약 협상 막바지에 중방
협상 대표가 교체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한방이 지명하기로 합
의된 특정 고급관리 인원을 합자회사 설립 2년 후에는 소수 주
주인 중방이 맡아야 한다고 갑자기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Corporate Governance Rule’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
다. 결국 이것이 큰 이슈가 되면서 최종 협상 체결 자체가 흔들
리는 상황이 되었고 중방 협상 대표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의 공
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자 중방 협상 대표는 그러면 문제가 된
고급관리 인원 임명을 동사회(Board)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자고
양보안을 제시했고 다른 당사자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그
결과 중방은 문제가 된 고급관리 인원 임명에 대해 거부권(Veto
Power)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호텔
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원래 중방 협상 대표
가 의도한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중방 협상 대
표가 문제가 된 고급관리 인원 임명을 동사회 특별 결의 사항으
로 하자고 바로 제안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다른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관철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중방은
2단계 접근법을 통해 결국 손쉽게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 이
중방 협상 대표도 외국 기업들과 많은 국제적 딜을 성사시킨 경
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훌륭한 중국 협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이 많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결
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런 경험 많고 연만한
중국 협상 전문가를 보유하는 행운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
리는 유능한 중국 협상 전문가를 비교적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모의 협상을 통한 간접 경험의 축적과 이러한 경험을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 전문 지식으로 전환시켜 이른바“학습형 협상가”
를
양성하는 것이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교적 적은 실제 경험
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중국 협상 전문 인력
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작업을 KAIST MBA에서 시작한 지 이제 2년째이다.
첫해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
양한 상황의 축적과 각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진지한 참여 덕분에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모의 협상에서는 KAIST 출
신들이 인터넷게임 회사를 설립해 중국에 진출하는 상황을 설정

해 보았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인터넷게임 사업에 진
출하면서 라이선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합자법인 설
립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 한방은 중요한 전제 조건(즉, 외국 회사가 중국 인터넷게임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잘못해
애당초 합자 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으로 시작한 것이 인터넷게임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으로 순식간에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관련 법률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중국 협상에서 종종 발생하며 이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역시 의미 있는 경험과 계속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4. 이런
측면에서 중국 인터넷게임 합자 모의 협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
험과 이후 학습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협상
에 있어 중국어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느 회사가 중국 회사와 협상하면서 중방의 주요 의사 결
정권을 가진 사람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다. 협상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것
이었다. 그 회사는 그때까지 영어로 중방과 계속 협상해 오고 있
었던 것이다. 협상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겠다고 중방에 통지한
그 때부터 중방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가 참석하기 시작했고 협
상은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
속담 중에“先小人, 后君子”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된
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협상 대표들은 계약서 협상
시 중국어 표현 하나하나를 매우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
리고 중국어 문장부호“, (
)”또는“ (
)”
를 잘못 적어 한
참 동안 서로 오해를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중방을 상대로 고도의 함축성을 가진 중국어 계약을 협상하려면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과 인내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중국어 실력이 필요할 것이다.
확고한 결심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만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없다(
). 모두 어렵다고 하는 중국 협상이
지만 우리 KAIST 경영대학을 통해 유능한 중국 협상 전문가들
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1
2 미국의 <Saturday Night Live>란 코미디 쇼에서 어느 사람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먼저 부모님에게“암에 걸렸다”
고 이야기했다가 부모님들
이 놀라서 울부짖자“사실은 암은 아니고 동성애자이다”
라고 이야기해 부모님이“다행이
네. 그럼 안심이다”
라고 말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협상전술이다.
3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163면-167면, 안세영 저, 삼성경제연구소 출판(2005)
4 중국의 대형 오피스 빌딩 매수의 클로징을 위한 협상에서 서로 데드록(Deadlock)에 빠진
상황이 있었다. 이때 오랜 토론과 고민 끝에, 원래 건물 등기가 완료된 후 최종 클로징을
하기로 한 것을 클로징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클로징도
무사히 되고 건물 등기와 기존 채무 리파이낸싱(Refinancing)도 잘 처리되었다. 이와 같
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창의성(Out-of-the-box Creativity)과 감당 가능한 리스크는
신중한 검토 후에 수용하는 결단이 중국 협상에서 종종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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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논문 소개

연구 중심 KAIST 경영대학,
분야별 최근 이슈를 돌아보며
KAIST 경영대학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최근 이슈를 접하는
기회를 가져본다. 본 호에서는 경제 및 재무 분야 2편(이창양, 곽병진 교수),
경영 분야 2편(김보원, 배종태 교수), 정보통신 분야 1편(김영걸 교수)의 논문
을 소개한다.

Chang-Yang Lee (2009)
“Do Firms in Clusters Invest in R&D More Intensively? Theory and Evidence from Multi-country Data”,
Research Policy, Vol. 38 (Sep), 1079-1216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ether firms located in
clusters invest more intensive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an their non-clustered counterparts. Specifically, it
proposes a model of firm R&D and tests empirically its
implications for the effect of being located in a cluster on firm
R&D intensity. The key ideas underlying the theory are as
follows: (1) due either to natural excludability or to a high
degree of stickiness of R&D-opportunity-bearing
technological knowledge, geographical proximity per se is
limited in the (automatic) spillover of knowledge with
promising R&D opportunities to nearby firms; (2)
geographical proximity may, however, help enhance th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knowledge exchange through
market mechanisms (e.g., through contract R&D, R&D

collaboration); (3) potential advantages (or disadvantages) in
firm R&D of being located in a cluster also depend on the
degree of asymmetry in technological competence among
firms located in the cluster. The key ideas are support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a multi-industry, multi-country data set
compiled by the World Bank.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being located in a cluster per se actually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R&D intensity, which is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pure or automatic localized
knowledge spillovers, as far as firm R&D intensity is
concerned.
•Keywords: R&D intensity, Cluster, Geographical proximity,
Localized knowledge spillovers, Natural excludability

Byungjin Kwak, Jaehwa Lee, Kwangwoo Park & Rae-Soo Park (2009)
“Diversification and Bank Performance: International Evidence from 66 Countries”,
Journal of Korean Securities Association, 38(1), 53-74.
Abstract: The de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makes commercial banks around the world face increased
competition and change their managerial activities
tremendously. A banks’ typical reaction to the new
environment is to widen the range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e., diversification of income sources. As a result, the
ratio of bank’s non-interest income to operating revenue
increases in many countries. Many studies ques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change on bank’s performance and risk.
Especially, supervisory authorities concern about this issue for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banking system. Prior studies,
mostly based on US banks, 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non-interest income on bank’s performance and risk show
mixed results. Some studies show that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a potential for risk reduction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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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by non-bank activities, but others report that there
exists some increase in volatility of accounting returns and
risk.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ersification on
bank performance and risk by analyzing 3,220 banks from 66
countries. We find that diversification may improve bank’s
capital adequacy, and earnings performance, but deteriorate
the asset quality and increase the volatility of earnings and
default risk. It appears that the non-interest income from
various activities may be more volatile than interest income
and banks may be less cautious to manage their asset
compared to the interest focused activity.
•Keywords: Commercial Bank, Diversification, Non-interest
Income, Bank Performance, Risk

Bowon Kim & Jongjoo Kim (2009)
“Structural Factors of NPD (New Product Development) Team for Manufactur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7, 690-702.
Abstract: We explore whether structural factors of NPD (new
product development) team such as its physical co-location
and team composition are still relevant and important in
enhancing manufacturability as part of NPD performance in
this highly virtualized coordination era as much as in the past
before the Internet. We also examine how the analysis result
is affected by the product’s innovativeness as well as other
control variables like project duration and product type.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collected data on

127 projects of new product development at a global
consumer electronics company. Based on our analysis, we
conclude that whether the NPD members are physically colocated throughout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whether the team membership is balance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enhancing manufacturability.
•Keywords: NPD (new product development), CFT (crossfunctional team), Manufacturability

Jongtae Bae & Joonghyun Kim (2007)
“대·중소기업 신제품 개발협력 과정과 상생 정책”,
중소기업연구, 29 (4), 295-318.
Abstract: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제품 개발 과정을
협력 유형별로 제시하고, 각 과정별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했다. 대
기업-중소기업 간 신제품 개발협력은 기술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외부 혁신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공적인 8개 신제품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각
협력의 과정이 개발납품 협력(수직적 협력)의 경우 ①관계 형성
과정 ②역량 확인 과정 ③제품 개발 과정의 단계를 따르며, 공동
개발협력(수평적 협력)의 경우 ①관계 형성 과정 ②공동 개발 과정
을 따르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과정별 핵심 활동과 핵심
성공 요인을 제시했다. 개발납품 협력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사업
기회 파악, 고객 니즈 파악, 지속적 구매 활동, 신뢰 구축, 기술/
제품 개발역량이 중요하며, 수요 기업은 잠재적 필요 인식, 공급

기술 평가, 필요 정보·인력·자원 제공, 테스트 환경 지원, 적극
적 의지 등이 중요하다. 공동개발 협력 과정에서는 협력 파트너
간 전략 및 자원의 적합성,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활발한 의사소
통, 신제품 개발로 인한 사업성과의 공유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신제품 개발협력 과정을 고려한
상생 정책을 제안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러한 공동 신
제품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파트너 간 연계 지원, 중소기업 역량 개발, 파트너 간 신뢰 구축,
상생 문화 조성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발전·강화해 나가야 할 것
이다.
•Keywords: 대·중소기업 협력, 신제품 개발, 대·중소기업 상
생 정책

Young-Gul Kim & Hyung-Su Kim (2008)
“A CRM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Its Development Process and Applicatio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1-13.
Abstract: We suggest a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called a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scorecard to diagnose and assess a firm’s CRM
practice. The CRM scorecard was developed through a
rigorous and stepwise development process collaborated with
a number of firms in a variety of industrie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w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o build a theoretical causal map,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o extract a hierarchical map from industrial
perspectives, feasibility tests to check whether or not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could be measured,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to prioritize the
evaluation factors on the CRM scorecard. The CRM
scorecard contains antecedent / subsequent and objective /
perceptual evaluation factors in four different perspectives to
comprehensively measure corporate CRM capability and
readiness.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RM
scorecard, we apply the framework to a retail bank in Korea
well-known for its exemplary CRM strategy.
•Keywords: CRM scorecar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cess, Performance measurement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Faculty&Research’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경우 도서관 사서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business.kaist.ac.kr Faculty&Research Research Published Articles
원문 복사 서비스(유료): 도서관 사서 김행란 (hrkim@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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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_ Field Trip

>>

특별기획

KAIST 경영대학의 또 다른 경쟁력

4色 해외 Field Trip
최근 국내 대학 MBA 프로그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제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해외 유수 대학과 복수 학위나 교환학생
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KAIST 경영대학의 4色 해외연수가 다른 대학 프로그램과 비교해 어
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KAIST 경영대학에서 준비한 최적화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계적 권위의 학교에서 강의와 시스템 체험

세계 유수의 기업 현장 방문

KAIST 경영대학은 전공별로 최적화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테크노MBA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산실인 미국 워싱
턴 주를 대표하는 Univ. of Washington에서 4주간의 집중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 별로 특정 경영 이슈의 전문가
로부터 강의와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정보미디어 MBA에
서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실시간으로 산업 현장에서 일
어나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고견을 얻을 수 있다. 금융MBA에
서는 미국에서 금융 분야로 인지도가 높은 7개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 보다 체계적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Executive MBA에서는 현재 조직 내 리더로서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총 2회에 걸쳐서
해외 필드트립을 실시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 실제 그 회사를 방
문하고 일류 기업 임직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시스템도 직접 확인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100% 이상 충족시켜준다. 마이
크로소프트, 보잉, 구글, 코스트코, AT&T 등등의 세계적인 회사
에서 실무 담당자나 임원으로부터 직접 사업 계획에 대한 브리핑
을 들을 수 있는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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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체험 및 재충전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비단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KAIST 경영대학의 해외
연수에서는 공식·비공식적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간 내내
이어진다. 이는 홍릉 캠퍼스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학기
중의 긴장을 풀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보너스라 할 수 있다.

>>

Field Trip 1

Techno-MBA & IMBA(Junior Executive MBA)

Univ.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테크노MBA 및 IMBA(Junior Executive MBA)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산실인 미국의 Univ. of Washington에서 4주 간의 집중
적이고 특화된 해외 필드트립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미국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며 특히 리더십(Leadership), 협상
(Negotiation), 조직 변화(Organizational Change)는 물론 미국의 비즈니스와 문화에 관한 세미나에 해당 기간 내내 참여하게 된
다. 또한 학생들은 경영 실무자들과 미국 MBA 교수의 강연을 듣고 대담도 나눈다. 미국 대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
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국식 경영 방식을 접할 수 있게 된다.

Foster School of Business _ 일정: 7.18~8.14 (4주)

김영걸 _ 테크노MBA 08

교육과 문화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
이번 과정은 Univ. of Washington의 경영대학인 Foster School of Business과 KAIST 경영대학
이 공동으로 기획한 과정이다. 리더십, 협상, 조직 변화 등 3가지 주제를 분야별로 학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펼친 강의는 매 시간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시애틀은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이면서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장한 곳이다.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고, 세계 제1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유통업계의 강자인
코스트코가 성장한 곳이며, 또한 스타벅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번 과정에서는 매주 기업 한 군데를 탐방하여 직접 직원들과 만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주에는 보잉을 방문하여 보잉의 조직변화, CEO의 리더십에 대하여 보잉 직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
였다. 또한 비행기 생산라인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공장이 얼마나 큰지 개략적으로 보는 데
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번째 주에 방문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 곳에서
는 미래 정보통신이 만들어낼 미래형 주택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서 MS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정보통신 기술이 앞으로 바꿀 생활상에 대하여 흥미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세번째 주에는
COSTCO를 방문해서 종업원 만족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뤄낸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수업 진행과 기업 탐방 외에도 직접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었다. 과정 중에는 세 번의 특강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최상위의 운동 실력을 자랑하는 시애틀 대학교(Seattle Univ.) 체
육부를 이끌고 있는 빌 호건(Bill Hogan)을 초청해 그만의 리더십을 듣는 시간. 그런데 빌 호건이
한국의 폭탄주 문화가 궁금하다고 해서 특강은 술자리로 이어졌고,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의 바
(Bar)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한 번 장소를 옮겼다.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그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준비한 공식 과정뿐 아니라 비공식적 과정(문화체험과 여행)으로도 만족
스러웠다. 이번 과정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생을 한 베티정 교수님과 김선정 선생님, 그리고 즐거운
과정을 함께 만들어 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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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2

Info-Media MBA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arshall School of Business
정보미디어 MBA에서는 여름 학기 2주 동안 미국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에서 해외 현장 학습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주제는“Strategic Entertainment/Media Management”
로 정보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해외 선진 교육 과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특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 모델에 대해 업계 대표 주자들로부터 강의들 듣고, 미국의 세계적 기업인
AT&T와 EA사를 직접 방문해 앞선 시스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Marshall School of Business _ 일정: 7.18~7.31 (2주)

허 준 _ 정보미디어 MBA 09

업계 최고 리더들과의 만남
한국에서 남가주대학으로 불리우는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는 1880년에 건립된 캘리
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연구 대학이다. 이번 현장 학습이 진행된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는 1920년에 설립되었으며 남부 캘리포니아 최초로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을 받은 비즈니스 스쿨로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경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1972년 전미 최초로‘Entrepreneur Program’
을 정규
과정으로 도입했다.
USC에서의 공식적인 강의 일정으로는 前 폭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Fox Mobile Entertainment)
의 사장이자,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Mobile Content Provider인 잠바(Jamba)의 CEO를 역임
하고 현재 Institute for Communication Technology Management(CMT)의 Executive Director
로 재직 중인 루시 후드(Lucy Hood)의 오픈 스피치(Open Speech)를 시작으로, 전 폭스 모바일 엔
터테인먼트 부사장을 역임한 미치 페인먼(Mitch Feinman)이 펼친 Digital Contents Industry와
Mobile Industry에 대한 강의와, 펀 리틀 무비(Fun Little Movies)의 사장 겸 CCO(Chief Creative
Officer)로 활동 중인 프랭크 친다모(Frank Chindamo)의 조금은 이색적인 분야인 Short-form
Mobile Comedy Contents와 Business Model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음 날에는 한국인
으로 할리우드에서 맹활약 중인 파라마운트 픽처스(Pramount Pictures)의 지니 한(Jeanie Han)
부사장이 Entertainmen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
로서의 Insight를 키울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연일 이어지는 명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업계 리더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과, Q&A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USC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회사인 AT&T사와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EA(Electronic Arts)사를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었다.
2주간의 USC 생활을 통해 정보미디어MBA 학생들은 더욱 더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감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년에도 이어질 해외 현장 학습에서는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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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3

Finance MBA

City Univ. of London:

Univ. of Maryland:

CASS Business School

Robert H. Smith School of Business

Ohio State Univ.:

Univ. of Rochester:

Univ. of California, Irvine:

Michigan State Univ.: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Eli Broad College of Business

Fisher College of Business

Simon Business School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ollege of Business

금융MBA의 경우 글로벌 프로그램이 타 전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3학기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된다. 현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미국 6곳, 영국 1곳으로 총 7개 대학(City Univ. of London, CASS
/ Ohio State Univ. / Univ. of California, Irvine /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Univ. of Maryland / Univ. of
Rochester / Michigan State Univ.)으로, 이 중 Michigan State Univ.의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 만을 제공한다. 각 대학에
서 특색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온 학생 4명의 경험담을 통해 현지에서의 생활을 들여다 보자.
CASS Business School _ 일정: 1.19~7.30

조용재 _ 금융MBA 08

세계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 런던에 위치한 CASS Business School은 파생상품이 강한 학교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주로 Mathematical Trading과 Finance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공학에 관심이 있
는 학생에게는 어느 과정보다 훌륭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에 비견되는 영국의
‘City of London, Bank’지역과 인접해 더욱 의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며 실제적인 금융
산업의 체험 기회도 접할 수 있다. 여가시간에 즐기는 런던의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는 보너스.
Fisher College of Business _ 일정: 1.5~6.5

방홍기 _ 금융MBA 08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에 위치한 Ohio State Univ.(OSU)는 미국 최대의 학생 규모를 자랑하지만
캠퍼스는 아주 아늑하고 고풍스럽다. OSU 연수 프로그램만의 특징은 KAIST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과목이 있다는 것. Fisher의 교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사회적 이슈나 논문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선물 거래의 중심
지인 시카고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CME 등 금융기관을 방문했고 현대건축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고층빌딩 숲을 거닐며 바라 본 야경은 환상적이었다.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_ 일정: 1.2~6.13

이하윤 _ 금융MBA 08

Univ. of California, Irvine(UCI)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분야의 세계적 권
위자이자 <Value at Risk>의 저자인 필립 조리온(Philippe Jorion) 교수가 KAIST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한다. 특히 조리온 교수가 KAIST 학생들의 지도 교수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와 금융위기에 대
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채권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채권왕 빌 그로스가 일하는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 PIMCO에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몇 년 뒤 뉴포트 비치의 PIMCO 본사에
서 일하는 KAIST 동문이 나오길 희망해본다.
Simon Business School _ 일정: 1.19~6.18

김종인 _ 금융MBA 08

로체스터의 강점은 미국 여느 MBA보다 국제 학생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또한 파이낸스, 경제학, 통계학의 대가들을 MBA, MS, 교환학생의 구분이 없는 수
업 문화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모든 수업의 목표가‘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의 훈련 과정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학교의 슬로건‘For the pursuit of the better: Meliora’
를 충분히 만끽하고 올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꼭 경험해봐야 할 곳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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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4

Executive MBA

IE Business School _ Madrid, Spain
Columbia Business School _ New York, USA
2009년 Executive MBA(이하 EMBA) 1년차 학생들은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
을, 2년차 학생들은 스페인 IE 경영대학원(IE Business School)을 방문했다. EMBA학생들은 매년 필드트립을 통
해 해외 유수 경영대학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세계 Top 수준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있다. 다
양한 현지문화체험 역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

IE Business School _ 일정: 6.19~7.2 (13박 14일)

Going Global in a Changing World
스페인의 IE 경영대학원(IE Business School)은 FT 랭킹 6위의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이다. 미국 컨
설팅펌인 선톱미디어(Suntop Media)가 선정한‘미래의 세계 경영 사상가 50인’
에 선정된 데이비
드 바흐(David Bach) 등 세계적인 교수진이 참여한 강의는 EMBA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
기에 충분했다.
“Going Global in a Changing World”
를 주제로 구성된 다양한 교과목들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분야별 경계를 넘어선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이는 KAIST EMBA의 학문적 지식, 경영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 양자를 모두 아우르기에 충분했다. 또한 경영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
켜 성공한 스페인의 대표 기업 방문은 현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 모색의 값진 기회였다.
LOEWE와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BBVA와 같은 금융기업에서는 글로벌화를
향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읽을 수 있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톨레도, 그라나다 등 스페인 내 다양한 문화적 색채가 묻어나는 지역에서
진행된‘현지문화체험’
은 강의, 기업방문과는 또 다른 생생한 자산으로 필드트립의 남은 자리를 채
워주었다.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문화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유산, 절대강자로 군림
하던 시절의 찬란한 역사, 영원할 것만 같던 영광이 지난 후 찾아온 현실의 과제, 이 모든 것이 공
존한 그곳에 스페인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비전을
향해 새로운 경쟁력을 정비하고 있는 스페인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스페인. 2주간의 필드트립을 통해 쌓은 생각과 경
험, 감상은 투우, 플라멩코, 축구 등의 단상만으로 스페인을 안다고 생각했던 성급함을 돌아보게 했다.
안구철 _ CJ 부장, EMBA 2년차

채워야 할 여백이 있어 더욱 가깝게 느껴졌던 그들의 모습처럼 짧지만 강렬했던, 그래서 더욱 아쉬웠던 시간
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차곡차곡 완성될 것이다. 닮은 듯 다른 모습의 그들과 우리가 협력자로, 또 경쟁자로
만나 서로의 저력을 과시할 그날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본다
송희경 _ 대우정보시스템 이사, EMBA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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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Columbia Business School _ 일정: 7.4~7.15 (11박 12일)

Leadership Essentials & Strategic Intuition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은 세계 금융의 심장부 뉴욕에
위치해 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을 배출한 이곳에서 EMBA 1년차
들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뉴욕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과 함께 하는 첫 해, 새로이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제7의 감각: 전략적 직관>
의 저자로도 유명한 윌리엄 더건(William Duggan) 교수, 변화추구적인 리더십과 실천지향적인 리
더십의 균형을 강조한 조엘 브로크너(Joel Brockner) 교수 등 스타급 강사진이 함께 해 명성의 진
면모를 보여주었다. 경영이론의 핵심과 최신 흐름을 접목시킨 강의는‘성공기업 방문’
으로 이어져
한층 확장되었다.‘IBM 호손연구소’
에서는 세계 최대 IT 업계의 범주를 벗어나 글로벌 산업 리더로
서의 혁신을 이끌어온 남다른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가 창립해 더욱 유명한‘블룸버그’
는 맨해튼에 신축한 초현대적 건물에서부터 그들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금융의 중심인‘뉴욕연방은행’
에서 급변하는 국제경영 환경 아래 기업들이
벌이는 생존경쟁의 치열함을 목격한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의 각오를 다졌다.
문화의 중심 뉴욕의‘현지문화체험’
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MOMA(뉴욕현대미술관), 뉴욕필하모닉 오
케스트라 등 장르별 다양한‘문화’
에 스며있는‘경영’전략을 발견한 최고의 기회였다. 글로벌 리더로
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EMBA 재학생들에게서 열정 가득한 혜안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10일간의 뉴욕 생활은 현지에서 1년을 살아도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
다. KAIST EMBA와 함께 한 첫 번째 필드트립에서 입학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결심하고 돌아왔다.
김관형 _ 삼성SDI 과장, EMBA 1년차

Career path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전략적 직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습득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경험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며 느끼는 바가 커 오랫동안 마음 속의 큰 울림으로 남을 것 같다.
김대규 _ 한국닛산 상무, EMBA 1년차

고영선·김영수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19

GLOBAL ZONE _ Japan Workshop

다시 바라본 일본, 그들을 배운다
극단의 양면성을 잇는 탁월한 조합
+

우리는 일본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
기에도, 중국 경제의 연이은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경
제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와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하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국내 총생산(GDP)이 미국을 이어 2위를 차지
하고 있다. 그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성과는 어떠
한지 살펴보자. 올해 <Fortune>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일본은
도요타를 비롯, 무려 1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의 2배 이
상이 되는 비율이다. 아시아 50위의 경우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압도적이다. 우리나라는 6개 기업인 반면, 일본은
28개 기업이 순위에 올랐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
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깊은 연관을 갖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일본을‘잘’알고 있
지는 않은 것 같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숫자
에서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과 그
역량이 일본 기업을 넘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실리를 찾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이
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가진 그들의 성공과 실
패를 학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하토야마(鳩山) 신임 총리 부부는 이명박 대통
령 부부와의 오찬 중 막걸리와 김치를 나누며 우호적인 내일에 대
한 기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제는 한일 양국이‘가깝고도 가까
운 나라’
로 변모할 시점인 것이다.
1944년 미국 정부로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국화와 칼>을 집필했다. 그 결과 이
책은 연합군 수장들이 일본의 패전 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실제적
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편견에 철저히
저항,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안 부루마(Ian
Buruma)는 이 책의 서문에서“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
는 사람은 이른바‘어느 정도의 관대함’
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특히 극심하게 충돌하는 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상한
관대함이 요구된다. 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만이
사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바로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의식적인 관대함을 가교로 삼아서라도 일본에 조
금 더 다가가 배워야 할 점은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사실 나 역시 최근에야 마음을 열고 일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3년 반 전인 2006년 1월, 사진작가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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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기모도(杉本博司)의 전시회‘End of Time’
을 관람하면서부터
다. 사진작가 구본창 선생의 소개로 갑작스레 방문한 우연한 결정
이 기대 이상으로 나의 안목을 넓혀 주었으며 일본을 이해하고 배
우기 시작한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다. 스기모도의 작품도 물론 훌
륭했지만 진정 나를 감탄시킨 것은 모리미술관의 상상을 초월한
전시방법이었다. 작품의 장르마다 내부가 완전히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고 사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한 곳에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작품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밤바다를 촬영한 흑백사진 앞에서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작품을
비추는 적절한 조도, 섬세한 조명의 따뜻한 색감은 분명 최고였다.
그 순간 나는 고요한 밤 달빛을 끌어안은 바다 앞에 홀연히 마주하
고 있었다. 아니 실제 밤바다에서 느끼는 느낌 그 이상으로 흑백
사진의 예술적 의미와 가치가 훌륭히 연출되고 있었다. 짧지만 강
렬한 꿈이었다. 그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나는 기회가 되는대로 열
심히 박물관과 전시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내를
비롯해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 이후 방문한 어느 곳
에서도 그와 같은 전시를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깊은 감동은 문외한(門外漢)이 새로운 다른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될
때 종종 얻게 되는 감동이었노라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최근 감사하게도 그 감동이 다시 한 번 찾아왔
다. 역시 일본에서였다. 이번에는 동경 시내가 아닌 교토 근방 시
가현에 소재한, 사가와택배(佐川便)가 창업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립한 사가와미술관에서였다.1 일본의 원로 화가 히라야마 이쿠
오(平山郁夫), 조각가인 사토 다다요시(佐藤忠良), 도예가 라쿠 키
치자에몬(樂吉左衛門)의 작품을 전시하는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
진 이 미술관은 전체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술관
건물 주변 전체를 물로 채워,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건물이 물 위
에 떠 있는 듯했다. 특히 라쿠 키치자에몬의 작품관‘슈하리’
는작
품의 배치, 빛, 동선뿐 아니라 전시실 설계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 작품과 전시관이 온통 하나임을 보여
주었다.2 전시실 설계 전반을 작가인 라쿠 키차자에몬에게 맡겼단
다. 전시장 전체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
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리 미술관에서의 감동
이 다시 솟구쳤다.
2년 전에 방문한 또 다른 지방, 시마네현의 아다치 미술관과 돗토
리현의 우에다 쇼지 사진 미술관이 갑자기 떠올랐다. 동시에 이 근
사한 미술관의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개인 혹은 기업이 설립한 곳

임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가능한 이유가 정리되었 례없이 예의 바르다면,‘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손하면 건방지다.’
다. 그렇다. 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 너무나 고루하다면,‘그러나 또한 그들은 새로운 일에도 쉽게 순응
다. 이렇듯 문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고, 결국 한다.’그들이 충실하고 관대하다면,‘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충실
그들의 저력이었던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 일본의 힘이 하며 간악하다.’그들이 참으로 용감하다면,‘그러나 또한 겁쟁이
마구 다가 왔다. 또 한 번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 이다.’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며 행동하지만,‘참으로 흔들
. 로봇같이 일사불란한 군대 훈련
다. 이러한 생각이 이번 최고경영자과정(AIM) 31기 해외 워크숍 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장소를 일본, 그리고 교토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토는 수 모습을 보이지만,‘순순히 열에 복종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반항
.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많은 문화재와 유서 깊은 건축물이 남아 있어 시간이 느리게 흐 하는 일도 있다’
르는 도시 같지만 동시에 닌텐도를 비롯, 교세라(京セラ), 시마즈 국가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국민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작소(島津製作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을 달리는 기업이 ‘동시에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민족이다.’
역시 위치하고 있다. 또한 경쟁률 3,200대 1이라는 벤처기업 라고 정리했다.
PlanDoSee의 영업현장도 있다. 전통과 첨단이 함께 조화를 이루
는 도시인 셈이다. 사가와미술관뿐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 I. 그녀의 설명에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훗날을 바라보지만 현
,‘큰 것을 바라보지만 또한 작은 것을 중시
M. 페이(Pei)가 설계하고 직접 시공 감독한 미호뮤지엄도 만날 재를 철저히 준비하는’
하는’
,‘장기적인 안목인 듯 하지만 단기적인 직관이 있는’
, 여유
수 있다.
로운 자유가 있다고. 그렇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필요가 느껴지면
미호뮤지엄은 중국계 프랑스 건축가 I. M. 페이가 도화원기를 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연하게 다른 편을 작동시킨다. 뿐만 아니라
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곳이란다. 깊은 숲 속 위용 있는 반달형 이러한 양면성을 조합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입구에서 시작되는 긴 산책로를 따라 박물관에 종착하면 마치 도 만이 가진 강력한 문화이며 저력이다. 새로운 가치 창출이 절실한
원향에 다다른 기분이다.3 소장품의 수준뿐 아니라 박물관 자체가 지금 일본의 이러한 양면성과 탁월한 조합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 구석구석의 하는 가장 욕심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다
,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디테일까지 완벽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른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대함’
비용, 건축가의 의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리라. 이 모든 과정을 한 번 바라봄은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알려지지 않은
기꺼이 감수하는 그들의 담대함에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작 모습이 보일 것이다. 무엇을 배워야 할 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은 기업이지만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라는 평범한 직원이 노벨상 간파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을 수상하고, 여전히 그가 근무하고 있는 시마즈제작소와‘경영의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 앞에 던졌던 수많은
신’
이라 불리는 존경받는 기업인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회장 물음에 대한 답이 그 속에 있음을 말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이 세운 교세라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력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있다.
기업의 이념과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원 개개인에게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응집력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P.S.
이끌어내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금전적인 보상, 즉 인센티브제
세계의 미술관을 찾아 다양한 시각을 기르고 작품을 대하며 소통시간
도 없이도 구성원의 일원임에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을 갖는 문화체험은 우리 학교 최고경영자과정과 Executive MBA학
들의 탁월한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가능케 하는 일본 기업만의 독
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은 극도의 집중과 몰
창적인 기업문화이다.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수많이
들 기업의 문화와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성과를 알지 못하리라. 일
시도한다. 이렇게 탄생한 예술 작품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 밖
본 벤처기업인‘PlanDoSee’
가 시행하고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
에 없다. 늘 창조와 혁신을 고민해야 하는 경영자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든 오리엔탈’
도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했다. 오래된 주택의 특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미 웬만한 경영지식과 경험을 마
성을 살려 개조한 설계, 적절한 가격의 흡족한 식사와 와인, 세련
스터한 이들에게는 진부한 경영이론 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되고 한없이 친절한 젊은 직원들, 이 모든 것의 조화로 서비스업의
있는 전략적 직관,“아하!”하는 순간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4
가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현장, 그 이
상의 값진 경험은 없을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는‘그러나 또한 (But also)’
이라는 기괴한 표현을
쓰지 않고는 일본 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일본인은 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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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술도, 정보미디어 기술도 진화한다
인간 또한 이에 맞춰서 진화한다
박병호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에에~ 이제부터 자기 피알(PR)을 좀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주 사용되던‘자기 PR’
이라는 용어가 21세기
들어서는 통 들리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PR=(일방적)선전’
으로 보는 일반인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었다. 그 주체가 기업이든, 정부이든, 상품
이나 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
었다. 정보를 알리는 주체가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매체(미디
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광고, 별다른 대가 없이 매체를 활용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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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알리는 경우는 매체 홍보로 구분해온 지가 이미 한 세기가
넘었다.
흔히 PR로 줄여 부르는 영단어‘Public Relations’
의 적절한 한
국어 번역은 없는 상태이다.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홍보(弘報)’
는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Publicity’
에 가깝다.
20세기 전반에 미국 기업에 의해 탄생한 신조어인 PR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
의 대상이 되었다. 실무에서 이미 만들어 사용하던 용어에 대해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의를 내리려다 보니 정확한 의미에 대
한 합의에 다다르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로‘(PR의 주체와) 관련

된 집단·개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정도
로 PR을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업의 입장에서 PR은 소비자에서부터 투자자,
유관 기업, 지역 사회, 나아가서는 정부와 외국 정부, 심지어 국
제 연합이나 그린피스 등과 같은 초국가적 단체에 이르기까지 제
각기 다른 특성의 대상들을 폭 넓게 상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퍼블리시티, 즉 미디어 홍보는 PR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한 번에 수억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
대의 미디어가 가진 전파력 때문이다.
과거 인쇄 매체만이 매스미디어의 전부였던 시절에도 이미 신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행진하는 나
치 독일군의 모습을 묘사하는 CBS 기자의 중계를 라디오로 들은
미국인들의 충격은 신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동시성(同時性)
때문에 더욱 커졌다. 같은 전파를 이용하는 TV라는 매체가 영상
정보까지 제공하기 시작하자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미디어를 통해 기업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존재다. 집단 지성의 결과
로 인류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문화 또한 이 변화를 반영한
다. 신문 광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자들이 광고 내용을 모두 신
뢰할 수 있는 사실로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미디
어와 광고의 홍수’
라는 환경 속에 적응한 인류와 그 환경에 대해
개개인을 교육시킨 문화는 광고를 광고로만 보도록 돕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이제 광고를 무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어도 0.5초가 채 안 되어 다음 면으로 넘
기고, 흥미진진한 스포츠 중계 중에도 TV에 광고가 나오는 시간
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냉장고에 가서 맥주를 가져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배고 만 것이다.
그 결과, 광고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령,‘우리 백화점의 정기 세
일 기간과 대표 상품’
을 소개하는)보다는 어떻게든 주목을 끌고
보려는 크리에이티브(가령, 유명한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는)에 더 신경을 쓰는, 주객 전도 현
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광고에 노출된 사람
들이 모델이나 영상, 배경 음악 등은 기억해도 정작 알리려는 브
랜드나 제품에 관한 정보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
지고 있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설사 광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
달되었더라도‘에이, 광고인데 뭐’
라고 색안경을 끼고는 그 내용
을 평가 절하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미디어 홍보는 이 점에서 광고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3자
(주로 기자 등의 언론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녹아 있으면 그 메시지를 전해 받는 사람들은 광고를
접할 때와는 달리 정보 자체의‘의도성’
에 대해 경계를 상대적으
로 적게 한다. 똑같은 연예인이 똑같은 제품을 자신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광고일 때와 뉴스(혹은 연예 방송)일 때 그 말이
갖는 무게가 다른 것이다.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취침 때‘샤넬

넘버 파이브’향수를 쓴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아직
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1·2. 제조업체인 샤넬 社가 이 제품에
들였던 광고비는 천문학적인 규모이겠지만, 그 중 이 만큼의 효과
가 있었던 광고 캠페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임
에 틀림이 없다.
연예인이 아닌 언론인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최대
용량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는 광고를 15초간 TV에 내
는 경우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같은 시간 동안 CNN에서 방송하
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시청자들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답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미디어 기술의 등장에 따라 미디
어 홍보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것이‘직접 홍보’
다. 과거의 미
디어 홍보(이는 보통‘언론 홍보’
로 불린다)는 언론인의 입이나 펜
을 통해 시청자나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
시지를 아무런 가감이나 왜곡 없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
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래의 미디
어 홍보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인터넷을 이용
한 직접 홍보는 새로운 유형의 홍보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어
도 수년간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인터넷을 사용하
는 직접 홍보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 기법은 광고와 같은 길을 걷
게 될 것이다. 직접 홍보는 홍보 주체가 매체를 직접 사용해 알리
고 싶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광고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
다(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 게시판이나 질의·응답
페이지 -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면 일방적인 광고와 차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는 얼마 안될 것이다).
정보미디어 기술은 진화한다. PR과 미디어 홍보 기법도 진화한
다. 그러나 문화 역시 변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체인 인
간 역시 모든 변화에 적응한다.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 일천
한 기술이나 기교만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1 1952년 4월 7일자 <Life Magazine>의
기사(Marilyn Monroe: The Talk of
Hollywood)에 따르면 마릴린 먼로가
“Once this fellow says,‘Marilyn, what
do you wear to bed?’So I said I only
wear Chanel No. 5 and he groans,
‘Oh no, I can’
t use that.’
”
라고 말했다
고 한다. 이는‘wear’
라는 동사가 (옷을)
입다와 (향수를) 뿌리다 양쪽에 모두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말장난이었지
만, 섹스 심벌이었던 자신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하는 명언으로 남았다.
2 흥미로운 점은 마릴린 먼로가 샤넬의 모델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샤넬 社는
까드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 캐롤 부케(Carole Bouquet),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 등의 정상급 배우를‘샤넬 넘버 5’
의 광고에 등장시켰지만 돈 한 푼 지급하지 않
은 마릴린 먼로의 홍보 효과가 가장 크고 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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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도전의 아이콘, TEKA(Teheranro KAIST Club)!
테헤란로를 이끄는 핵심 4인방, 강희구, 권재륜, 박원식, 한웅 동문
TEKA(Teheranro KAIST
Club)는 KAIST 출신으로
벤처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
의 모임이다. 정보 공유, 헤
드 헌팅 그리고 친목 도모의 취지로 1999년 가을 발족했다. 현재
온라인 카페(싸이월드) 회원수가 400명이 넘는 TEKA의 회원 중
에는 싸이월드, 네오위즈, 새롬기술 등 한국 벤처를 대표하는 기업
의 창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 TEKA의 정예(?) 멤버
4명에게 TEKA와 KAIST, 벤처 업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
의 꿈과 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산업경영 91학번(학사) 권재륜 동문은 TEKA의 공동 창립 멤버로
경영 컨설팅, 벤처 캐피탈,‘옥션의 이베이 매각’등의 기업 인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고, 현재는 한국 M&A 주식회사와 온라
인 교육업체 엑스터디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권재륜 동문과 함께 TEKA를 창립한 경영과학 86학번(학사), 경영
공학 96학번(석사) 강희구 동문은 국내 최초 ERP 시스템인 영림
원 소프트랩의 창업 멤버이며, 현재는 국내 최초 온라인 패션 쇼핑
몰인 에이다임 패션플러스사업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산업공학 90학번(학사), 경영공학 94학번(석사) 박원식 동문은 금
융 솔루션 넷엔미닷컴(www.netnme.com)을 창업했고, 현재는 이
모션의 부사장으로 COO, CMO 역할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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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91학번(학사), MIS 99학번(석사) 한웅 동문은 現 TEKA
의 회장으로, 한국 M&A와 중국 해피캠퍼스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는 미래에셋벤처투자에서 기업투자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연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체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TEKA 모임이 결성된 시기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10여 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대박’
과‘신화’
라는 말
들이 쏟아져 나온 벤처 붐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시기. 이
시기를 거쳐 벤처 업계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 실업가들이 지속적
으로 배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보니 KAIST 동문 모임이 대표이사
나 임원급이 참여하는 시니어(Senior) 그룹 위주로는 활성화되어
있는 데 반해 젊은 그룹의 동문 모임은 없는 게 현실이었다. 더불
어, 전산과와 경영학과 출신들이 주로 IT와 금융 분야의 벤처로 진
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두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벤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립 멤
버의 의도대로 TEKA에서는 회원들끼리 수 차례에 걸친 벤처 창업
시도와 성공이 이어졌고, 회원들 간의 경쟁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TEKA의 아이덴티티는 한 마디로‘학연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체’
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외적으로도 2000년 5월에는 대치동 사거리에
있는‘맨 플러스’카페를 회원들이 직접 투자 인
수해 회원들 간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 카페는 일명‘벤처 카페’
로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기도 했다.

강희구 동문
KAIST 산업공학(학사) 졸업(1992)
KAIST 경영공학(석사) 졸업(2001)
現 (주)에이다임 패션플러스사업부 본부장

권재륜 동문
KAIST 산업경영(학사) 졸업(1997)
現 한국 M&A (주) 대표

박원식 동문
KAIST 산업공학(학사) 졸업(1994)
KAIST 경영공학(석사) 졸업(1996)
現 이모션(주) 부사장

벤처 업계의 미래는 밝다
‘격세지감’
이라고 할까? 어찌 보면 10년 전의 벤
처 붐에 비해 현재는 벤처 업계가 상대적으로 침
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TEKA 회
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한웅 동문
은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그만
큼 벤처 업계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라 판단했다. 전체 산업 군에
서 차지하는 벤처 업계의 비중을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벤처 기업이 계속 배
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이나 벤처 캐피탈이 벤처 회
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벤처 업계
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시간을 되돌려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앞둔 입장이라
면, 다시 벤처 업계로 진출할 거냐는 질문에 박원식 동문은 이번엔
제대로 한번 일을 저지르고 싶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책이나 인터
넷에서 얻은 자료만을 갖고 창업했는데, 현실적 준비가 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
의 생생한 충고를 토대로 실질적인 준비를 거쳐 창업에 나서겠다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인 TEKA가 본인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실제로 동문 관련 모
임 중에 유일하게 참석할 정도란다.
KAIST인이여, 꿈을 갖고 도전하라
TEKA 회원 모두 이구동성으로 KAIST의 인터넷 인프라가 벤처
업계로 진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사회 전반적
으로 열악했던 1990년대 초의 전산 및 인터넷 환경에 비해,
KAIST 캠퍼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인프라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는 타 대학과 비교해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소 4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벤
처 업계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벤처 업계에서 KAIST
출신 성공 신화가 가능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KAIST의 근원적 경
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앞선 IT 인프라 환경뿐만 아
니라 벤처나 창업 관련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EKA의 가장 맏형인 강희구 동문은 후배들을 향해“꿈을 갖고 도
전해라!”
라는 화두를 던진다. 성공과 보람의 대가는 도전하는 사람
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요새 젊은 후배들은 너무나 안정적인
것만을 쫓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도전을 하

한웅 동문
KAIST 물리학과(학사) 졸업(1996)
KAIST MIS(석사) 졸업(2002)
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업투자팀 팀장
◀ 사진 좌측부터 강희구, 박원식, 한웅, 권재륜 동문

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
고 준비해야만 그 도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경험
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충고도 해준다.
꿈과 도전의 TEKA 바이러스
이번 동문 탐방에서는 3가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벤처 기업들과 KAIST와의 취업 연계를 공식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간 학교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 위주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만 운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벤처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 수집에
애로가 많았다. 이번 동문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
기업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모여 있는 TEKA가 그러한 창구 역할
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벤처 기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은
지금 즉시 TEKA 카페(http://kaist.cyworld.com)에 가입하길….
두 번째는, 2008년부터 테크노 MBA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해왔던 인사이트 세미나의‘벤처 분야’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간 학교에서 운영한 세미나와 특강 강사는 대표이사 위
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실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학생 자치 세미나를 작년부터 운
영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전하고 강의를 의뢰하자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세 번째는‘꿈’
과‘도전’
에 대한 일깨움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10
여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안정적인 삶에 기대고, 현재 생
활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되었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배로서 TEKA 회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학창 시절 모습 그대로
꿈과 도전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학교
에서 만날 수 있는 KAIST 학생들보다도 꿈과 도전에 대한 열망을
더 느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꿈과 도전의 TEKA 바이러스가 가
득히 퍼져나가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고영선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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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의 비결:
탐색, 준비, 그리고 변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채용 결정을 취소하는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있다. 이처럼 어려워진 취업 환경에서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취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영리한 취업 전략을 가져야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번 <Frontier>
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경력개발센터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업 전
략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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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준비의 시간

2008년 OECD 고용 통계에 따르면 나라별 연간 노동시간 비교
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는 얘기이다.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중요
하게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목표를 행복이라고 볼 때, 하루 중 가
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직업)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지한 성찰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발견했
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직업을 찾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꿈꿔 왔던 직업을 직간접으
로 체험해 보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직·간접적인 체험은 내가
꿈꾸는 직업이 진짜로 나와 맞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직업과 막상 실제로 부딪혔을 때 현
실은 다를 수 있다. 인턴십이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각종
경연(Competition)을 통해 그 직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
을 해본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직업에서 요
구되는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제 전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경험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3~5번의 이직을 경험한다고 한다. 대
부분의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은 1~2회 직장 경력이 있고, 졸
업 후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선택한다. 선택하기에 앞서 이전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 좋은 직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
야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붙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
워진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2,500년 전 공자가 했던‘知之
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
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는말
이 와 닿는다.

탐색의 시간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충분한 탐색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
을 좋아하고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떨 때 행복해 하는 지를 잘 아
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Career Leader’
,‘MI Assessment’
,‘MBTI’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 내재적인 관심사, 흥미, 선호하는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나의 목표를 세운 후에는 나의 목표
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알맞은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이
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교내·외에서 멘토나 커리어 컨설턴트
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각종 채용설명회, 세미나를 통해서 각
분야의 실무자들과의 관계를 쌓고, 정보를 수집하는 폭넓은 탐색
을 통해 나의 직업을 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탐색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변화의 시간
변화는 한 순간에 오지 않는다. 빡빡한 MBA 과정을 통해 전문적
인 지식이 쌓이고,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서서히 변화를 가
져 온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소재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재단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로
서 그리고 미래의 CEO라는 가치 있는 상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
도 구매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마케팅이 필요하다.
‘나’
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력서가 갖추어져야 하
고, 자신감 넘치는 광고가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이
력서를 고쳐 써 보고, 모의 면접이나 기타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통해 나를 알리는 연습이 해본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

“

꿈이란 강물과 같은 것이고 삶은 그 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다.
파올로 코엘료(Paulo Coel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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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아울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떠한 방향으로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학우들에게는
을 추천한다.
들이 적(기업)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Resume Clinic’
정작 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부족한 듯 보인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에 앞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은 무엇이고, 반대로 부족한 능력
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 은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게 마련인데, 현재 자신의 역량을
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 파악하는 데에 있어 이력서는 매
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력서는
않은 채, 무작정 좋은 직장에 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래로 지은 자신의 얼굴과 같다고 볼 수 있기
성과 다를 바 없다. 나의 관심 분야와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 때문이다. 수시로 이력서를 관리
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을 위한 하면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노력을 할 때에 후회 없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남

자기진단프로그램: Career Leader

하지만, 막상 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위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될 것
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못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경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Career
Leader’프로그램을 추천한다.
‘Career Leader’프로그램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개발한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 톱 비
즈니스 스쿨을 비롯한 300개 이상의 기업체와 대학들에서 활용
하고 있는 자기분석 도구이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캐리어 패스(Career Path)와 캐리어 프로필(Career Profiles) 정보
를 제공한다.
‘Career Leader’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약 1시간 30분에 걸
쳐 BCII(Business Career Interest Inventory), MPRP(Management and Professional Reward Profile) MPAP(Management
and Professional Abilities Profile) 세 가지 검사가 진행된다. 검
사가 완료되면 즉시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방법에 대
해서는 봄 학기와 가을 학기 초에 별도로 공지된다.

1:1 Career Coaching & Resume Clinic
한편,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오
고 있다.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커
리어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다음 단계로 1:1 커리어
코칭을 통해 그 타당성에 대한 분석, 현실적인 접근 방법 등 단·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편이 효율
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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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비교해 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하
고 있다. 봄·가을 학기의 경력개발세미나 수업과 매년 열리는 잡
페어(Job Fair) 행사 때에 진행되며,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개발센터 TIP

당신의 체험을 디자인하라
“당신의 체험을 디자인하라.”이 말은 세계적인 디자인회사 IDEO의
대표이사 톰 켈리가 쓴 <유쾌한 이노베이션>에 나오는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은 그렇게 신기하달 것
도 특별하달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은
그것을 매혹적인 체험으로 디자인했다.”
학력이나 경력이 비슷하고, 희망분야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이력서
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라는 주제는 당신만의 독특한 시
각으로 당신이 디자인하는 대로 다르게 또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
다. 쉬운 예로 사랑과 배신, 복수를 그린 치정 소설은 무수히 반복되
는 주제며 소재다. 유치하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이 치정극에 한번
빠져들면 놓여나기 힘들어 한다. 너무나 뻔한 주제라도 작가의 새로
운 시각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참신하게 그려
지고 얼마든지 신비한 이야기로 재탄생된다. 매력적인 인터뷰 대상
자를 골라내는 이력서 스크리닝에서 당신만의 이야기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보고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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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준비

Internship
이제 본격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치밀함이 필요
하다.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신의 커리
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
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실무
경험을 실제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인턴십에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턴십을 통해 실제 채용으
로 연결된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경력개발센터에서 하계/동계에
실시하는 인턴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보자. 특히, MBA를 선
호하는 기업에서 종종 학교로 인턴 추천의뢰가 들어오는 만큼 수
시로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확인할 것.
아울러 KAIST 경영대학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 설정과 탐색, 취업과의 빠른 연계 등을 목적으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수행한 학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턴십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자.

교과서에 없는 소중한 경험들
곽우영 _ 경영공학 09 _ SC제일은행

여름방학 중 8주 동안 SC제일은행에서 인턴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
웠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자산을 보관, 수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관련 상품을 판매, 관리하는‘Transaction Banking’부서 안
의‘Investors & Intermediaries Sales’팀에 속해 업무를 직접 경
험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은행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은행 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와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
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과 그것이 나의 적성과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SC제일은행의 마켓 셰어(Market
Share)를 분석하는 마켓 리서치(Market Research)와 관련된 업무
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몸으로 직접 느낀 외국계 은행의 움직
임과 교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전 세계
에 연결되어 있는 SC제일은행 중 하나의 브랜치(Branch)로서의 역

인턴십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는 것이 관건

할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
무를 배우는 것보다 가치 있었던 회사 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제
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김재균 _ 테크노MBA 08 _ 지멘스 코리아

지난 7월부터 지멘스 코리아의 전사전략사업기획부서인 SBD(Strategic Business Development)에서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
멘스에서 2개월 동안 참여한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풍력사업
시장진입전략’
과‘광역도시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효율 인프라구
축 제안서’
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멘스의 인턴십을 통해 풍력 산업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커리어에 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
09학번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관심 있는 산업을 골라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MBA
에선 트랙으로 관심 분야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에 대해 전략적인 인사이트나 재무적인 이슈, 마케팅의 활
용 방안을 알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산업을 어떻
게 알 수 있는 지가 관건인데 그 숨어 있던 관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인턴십이라 생각합니다. 인턴십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ob Fair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부지런하게 찾아보는 것 역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업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서 열리는 여러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 시즌에 사나흘에 걸쳐 이
루어지는 Job Fair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 직업 탐색에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Job Fair는 학생들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헤드헌터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회사의 채용
정보를 보다 손쉽게 수집하고, 동문, 현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
는 대표적인 취업 행사이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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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만
남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
을 남길 수 있도록 미리 관련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희망
업무에 적합한 이력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하고 자
신감 있는 태도로 실제 면접에 참여하는 것처럼 본 행사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행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
되었다. 대우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KT, CJ, 기업
은행, 현대카드/캐피탈, 효성, 삼정 KPMG 등 국내 유수 기업들
과 400여 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기업별 부스
상담,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모의면접, 동문초
청간담회 등을 통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든 학생들에게 막바지 취
업 준비와 본격적인 기회의 연계에 보다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Resume Book
매년 봄 학기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
을 주고자‘Resume Book’
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이력서를 제
출한 학생들의 이력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2000년 이후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 제작된‘Resume
Book’
에는 취업 대상자 중 약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여했으
며, 9월말 현재 약 60개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채용을 진행코
자 하는 현업 부서에 배포된 상태이다. 자료를 받은 몇몇 기업 인
사팀으로부터 채용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도 채용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 기업체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참여했
으면 한다.

Online Service
빡빡한 수업으로 쉴 새 없는 하루를 보내지만,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매일 최신 정보와 취업 행사 일정으로 업
데이트되는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체크하는 일이다. 특히 관심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와 함께 학교·동문 추천 채용 건은 가능성
이 높은 만큼 눈여겨 봐 두자. 아울러 쌓여가는 이메일 박스 속에
서, 그 중에서도 한 주간의 취업 정보를 모아 보내주는 경력개발
센터 뉴스레터를 챙겨 보는 일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도
움이 될 것이다.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business.kaist.ac.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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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만들기

Networking, Networking, Networking
바야흐로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 자신이 누구를 아는가가 더 중요
해진 시대가 왔다. 특히,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시대에서 리더란
단순히 조직을 이끄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나아가 소통하고 통섭
해, 융합하는 역량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가 살아가는 데 있어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영역에서 그
놀라운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취업하는 데에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쉽고 유연하게 쌓아가
며, 취업의 키 버튼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력개발
센터에서 주관하는 몇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Together!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히 권하
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국내 시장의 최신
정보를 가진 현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동문 네트워크는 전공 서적
과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이 누적된
고유의 자산으로 KAIST 경영대학
이 갖는 경쟁력 중 하나이다.
인적 자원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그룹 멘토링으로 운영 방식
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직급의 멘토와 관심 분야가 동일한
멘티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 제조, 창업, 연구소, 컨설팅, IT 등
에 종사하고 있는 50명의 멘토와 1, 2년차 멘티들로 구성된 16
개의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원의 자발
적 참여에 의해 최선의 네트워킹 효과를 내고 동일한 커리어 골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관찰하면서 본인 고유의 방법을 만들어
가도록 운영되고 있다.

CNN(Corporate Networking Night)
KAIST 경영대학에서는 기업체 관계자, 동문들과 재학생의 네트
워크의 기회를 만들고자 2008년부터 Job Fair에서 CNN을 개최
하고 있다. 채용 일정을 고려해 예년보다 2주 늦게 개최된 Job
Fair의 마지막 날인 9월 18일 금
요일 저녁에 개최된 CNN 행사에
다양한 산업 종사자와 재학생이
참여해 미래 커리어의 동반자들과
지속적인 커리어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다

5
양한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보
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본 행사로 부스라는 제한된 공간
을 벗어나 기업과 채용, 나아가
커리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
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5개
기업의 팀장급 이상 임원들이 참석한 지난해 첫 행사에 이어, 올
해 행사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BearingPoint,
Hewitt, Ernst & Young,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등의 국내외 유수 기업과 연구소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이 참
여,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는 재학생들에게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Epilogue

취업 전략 특집을 마치며
요컨대 KAIST 경영대학의 학우들은 전략적인 사고와 창의성, 적
극적이고 성실한 자세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
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들이 상기 소개한 경력개발센터의 다
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활용해 취업 전략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
한다면 비록 몇 년 전과 비교해 쉽지 않은 취업 환경이라 하더라
도 올 가을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은
결국 준비된 자의 성취 결과이자 결과물이다. 이러한 취업의 정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KAIST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의 건승
을 빈다.

“
”

Success comes to those who dream and who
dare to make their dreams happen.

경력개발센터 TIP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완벽한 멘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커리어를 지향하는 멘티는 사람과
경험을 광범위하게 찾아야 한다. 커리어 골이 명확하지 않은 1년차
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본인이 생
각하는 것과 현실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
하길 바란다. 커리어 골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활발한 산업간 교류와
식견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제공하
는 멘토링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시간 집약적으로 인맥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커리어 계획은 본인이 시작하는 것이므
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
적으로 다양한 커리어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기타 취업 관련 서비스
이밖에도 선배들로부터 아이디어와 취업 노하우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동문 초청 간담회를 비롯해,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이야기와 직접적인 경험과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는
RICH(Research Industry & Career Horizon) Series, International Networking Night, 채용 설명회 등 취업 관련 행사가 수시
로 열리고 있다. 빠짐없이 참석해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쌓으
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
까?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총괄
Director
Tel
E-mail

윤미자
02-958-3287
mjyoon@business.kaist.ac.kr

금융분야 취업지원, 외국인 학생 경력개발
담당자
Tel
E-mail

오주영
02-958-3248
crushonu@business.kaist.ac.kr

컨설팅 및 IT분야 취업지원, 취업통계
담당자
Tel
E-mail

이미숙
02-958-3245
misook2ee@business.kaist.ac.kr

제조/공공기관/기타분야 취업지원
담당자
Tel
E-mail

김은화
02-958-3247
ehkim417@business.kaist.ac.kr

http://business.kaist.ac.kr/job

김문기·김수현·류용재·최원준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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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China Management Forum

중국 전문가를 꿈꾼다!
KAIST China Management Forum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10~2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에 오를 것으로 예견되는
나라, 중국. 그들의 놀라운 성장 속도만큼이나, 세계 각국의 관심 또한 뜨겁다. 이러한 관심은 KAIST 경영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전문가로서 세계를 향한 꿈을 꾸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지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SUPEX 경영관 102호. 이곳 “중국에서의 성공을 통해 세계 시장 곳곳으로 진출한다면 한국자
이라고 답변했다.
으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한두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느 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
학생들이라면 주말 오후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이 시간에 갖은
실제 필드(Field)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해지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토요일 오후를 헌납할 만큼의 충분
한 가치를 제공했고, 강의 내용 및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기대
KCM(KAIST China Management Forum) is......
이상이었다.
KCM(KAIST China Management Forum)은 유승현 교수의 지
도 아래, KAIST 중국 경영 트랙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
어 2008년 8월 처음 만들어졌다. MBA 과정 중에 습득한 중국
관련 지식을 졸업 후에도 지속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KCM은 변웅재 변호사(김&장 소속), 이문형 박사(한국 산업 연
구원, 연구위원) 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중국 관련 전문가들의
외부 초청 특강 이외에도, 중국에 대한 산업별 주제 발표, 중국
관련 독서 토론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
고 있다. 월 1회(2세션) 세미나와 더불어, 주 1회 중국 산업 동
향 및 뉴스에 대한 메일 발송으로 중국의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진출 전략: 그래도 중국인가?
이 날의 강연 주제는‘중국 진출 전략’
. 포스코 경영 연구소의
심상형 연구원을 초청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부진한 KCM will be......
성과와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격전장으로서 중국 KCM은 포럼을 통한 지식 공유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전략의 “한국식 차이나 CEO”
들의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와 인사이트
방향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심 (Insight)를 제공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20여 명의 회
상형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경쟁 심화 원이 활동하고 있는 KCM은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로 야반도주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원 상당한 규모의‘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 절감에 20%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꾸준히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연마해 졸업
와 같은 차이는 바로‘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실력 차이가 후, 소속 기관의 중국 관련 실무에서 타 MBA들과 차별화된‘중
중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라며 혁신 개발과 현지화 국 전문가’
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략을 통한 전향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는
우리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는 학생의 질문에“지
금까지 버텨왔던 효율성을 통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며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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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edia Frontier 2009

“대한민국 CEO,
희망을 말하다”

컨퍼런스 개최

김신배 SK C&C 부회장 특강

이번 가을,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홍릉 캠퍼스에서 방송통신
위원회 후원으로‘KAIST Media Frontier 2009’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규모의 컨퍼런스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교수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우리 동문인 SK C&C 김신배 부회장
(KAIST 산업공학 78학번)의 강연이“더불어, 희망의 길을 내
다”
라는 주제로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KBS 1TV
에서 기획하는“대한민국 CEO, 희망을 말하다”
의 일환으로 10
월 17일(토)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미디어
법 개정 이후 미디어산업의
최신 국내 트렌드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의견
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방
송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미래 전략과 대응
을 주제로 한 세 개의 세션(Environment, Contents, Strategy)
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수혁 SK텔레콤 상무와 김기호 삼성전자
전무, 이희진 IB스포츠 대표, 박인택 삼화네트웍스 부사장, 안택
호 MBC 저작권 부장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이 날의 강의를 맡은 김신배
부회장은 이전의 SK텔레콤
사장 재직 시절부터 글로벌화
에 관심을 기울였고 올해 초
SK C&C로 자리를 옮긴 이후
에도 우리나라 IT서비스의 해
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이 날 강의의 주제 역
시 평소 강조하던 자신의 경
영철학인 글로벌경영과 소통
경영에 대한 강의였다.

첫번째 세션인‘Media Meets New Environment’
에서 장세명
엑센츄어 전무의‘글로벌 미디어 트랜드’발표를 시작으로 이수
혁 SK텔레콤 상무가‘T스토어를 활용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
김기호 삼성전자 전무가‘미래형 모바일 디바이스의 진화’
를주
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Media Meets Contents’
를
주제로 드라마 제작의 미래 전략과 스포츠 콘텐츠 수익 전략, 콘
텐츠 유통 분야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
졌으며, 마지막 세션‘Media Meets Strategy’
에서는 향후 미디
어 산업의 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SK C&C 취임 후 세계 3대
통신장비 업체 중 하나인 중국 화웨이와 제휴를 성사시켜 SK
C&C의 통신 솔루션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
례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라 모로코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양
해각서(MOU)를 교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의 경영 철학인
글로벌경영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편 김영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은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
해“대한민국의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도 이제 글로벌 미디어그룹
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며
“KAIST는 앞으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위한 전략적 비전
도출에 나설 계획”
이라고 이번 컨퍼런스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디어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일반인들에게도 미디어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는 유익한 자리로 평가됐다.
최원준 기자

그리고 외부 현장 직원을 위한 홈커밍데이, 직접 직원을 방문하
는 소통경영을 예로 들며 소통경영을 통하여 최상의 근무환경 조
성과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직접 실천하는 현재의 모
습을 강조하였다.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 내 교수진, 교직원, 학생뿐
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은 2시간 여의 녹화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
도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유명 CEO
의 강연을 TV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 자
체만으로도 감격이라며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
회였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문기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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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New Faculty

KAIST 경영대학의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2009년 하반기 신임 교원

지금까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이들이
펼치는 교육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발전
해 나가고 있는 KAIST 경영대학. 이제 탁월한 능력과 뜨거운 열
정을 갖춘 6명의 신임 교원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자 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정혜진 교수
정혜진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무 석사,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Finance 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09년 가을 학기부터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로 임용되었다. 정 교수는 기업 재무,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은
행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류충렬 교수
류충렬 교수는 한국, 미국, 캐나다 3개 나라의
4개 대학을 거쳤다. 특히 캐나다 Queen’
s University에서 재무회계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
치고 2009년 가을 학기부터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류 교수는 기업 가치평가 전
문가들인 증권 애널리스트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와 자본시장의 반응, 그리고 기업 가
치평가에 관련한 회계 기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전문대학원] Robert Webb 교수
Professor Robert I. Webb earned his M.B.A.
and Ph.D. degrees in finance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his B.A.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t Eau Claire.
He joined the faculty of the KAIST Business
School on July 2009. He holds a joint appointment with the
McIntire School of Commerce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where he is the Paul Tudor Jones II Research Professor. 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behavior of speculative pric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derivative securities and market
microstructu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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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Olfa Maalaoui 교수
Professor Olfa Maalaoui studied management as an undergraduate, then switched to
finance as she began her graduate studies.
She finished her Ph.D. in Finance at HEC
Montreal, the business school of the
University of Montreal. After she previously taught
mathematics and finance courses for 6 years at 2 different
schools, she joined KAIST Business School on June 2009 as
a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Finance. Her expertise
is in the area of credit risk management. In particular, she
is interested in the determinants of credit spreads.
[금융전문대학원] 김진용 교수
김진용 교수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금융
경제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Lehman Brothers, Nomura International
Limited에서 근무하다 2009년 7월부터 금융전
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채권 연구부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시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정재민 교수
정재민 교수는 서강대학교와 동 대학교 대학원에
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후,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Communication School에서 박사 학위
를 받았다. 이후 University of West Florida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다 2009년 가을 학
기부터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6명의 신임 교원은 모두 KAIST 경영대학에서 함께 하게 되어 기
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 우수 저널에 좋은 논문을 게
재할 수 있도록 각자 전공 분야의 연구에 충실히 임할 것은 물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KAIST 경영대학과 학생들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류용재 기자

INSIDE ZONE _ Oh My Club

지금 이 순간,
테니스를 쳐보자
테니스 동아리 텍텐(Tech-Tenn)

홍릉 캠퍼스에 살아본 KAIST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한 번쯤 지나 “테니스는 나의 엔조이, 에너지, 생의 파트너이다. KAIST에서의 힘든 연
쳐가는 곳이 있다. 나무로 사방이 둘러쌓여 항상 푸름을 간직하고 구 활동과 다양하고 멋진 사람들과의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텍텐과 테니
있는 곳.‘탕’
하고 경쾌한 타격 음이 울려 퍼지는 곳. 파정사 학생 스가 있어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테니스의 고향은, 홍
들의 단잠을 깨우는 코치의 외침 소리로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그 릉 KAIST.”
차민석 _ 경영공학 박사 졸업, 텍텐 초대회장
곳은? 축구장 하나 없는 이 작은 캠퍼스 심장부에 테니스 코트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테니스는 나에게‘생활의 활력소’
. 홍릉의 공기를 마시며 좋은 사람들과
테니스 라이프 @ 홍릉 캠퍼스

함께 했던 테니스 시합들, 특히 홍릉배 대회에서 텍텐이 우승을 차지했던
순간 등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다.”
최민석 _ 테크노MBA 07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운
“테니스는 자기성찰이다. 텍텐을 경험하면서 나눔이 내게로 왔다.”
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
황승현 _ 테크노MBA 07
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더욱 그랬
을 것이다. 하지만 천우신조의 기회가 왔으니, 2년간 머리와 함께 “자칫 각박해질 수 있는 대학원 생활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마음의 여유를
몸에도 양분을 줄 수 있는 홍릉 캠퍼스에서의 생활이다. 학교 안 얻고 또 활력을 얻어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운동으로 친해지
에는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 농구장 등의 여러 운동 시설이 있 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순수하고 깊은 우정이다!”
모경원 _ 경영공학 석사 09
지만 테니스 코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시설이다.
연구실과 강의실, 세미나실을 바쁘게 옮겨 다니며 공부와 연구에 “텍텐 활동을 한다면 등록금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김민기 _ 금융MBA 09
열중하는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 테니스 코트로 나가보자. 여느 동
네 코트와 달리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러닝
머신에서 내려와 코트 주위를 달려보자.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
자근자근 밟히는 클레이 코트의 푹신함, 한 눈에 들어오는 수풀의 야구를 하는 한 친구가 테니스 코트 옆을 지나가면서 한 여성이
우거짐. 지친 심신이 자연 치유되는 기분이랄까. 라켓을 들고 노 헛스윙하는 것을 보고,‘아니 어떻게 채가 저렇게 넓은데 헛스윙
라고 한마디 던진다. 물론 운동 신경에 개인차는 있지
란 테니스공을‘통통’튀겨보고 상대방과 주거니 받거니 공을 쳐 을 하지?’
본다. 흐르는 땀을 닦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지친 하루의 스트 만, 한두 달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 최적
의 환경, 회사생활에 비해 찾아온 마음의 여유, 라켓을 잡고 테니
레스를 날릴 수 있다.
스 코트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텍텐(Tech-Tenn)
1999년 창설된 KAIST 경영대학의 테니스 동아리이다. 매주 정
모와 번개 모임을 통해 동아리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테
니스를 즐긴다. 대외적으로는 연 2회 홍릉배 테니스 대회에 참가
해 홍릉 지역 13개 기관(KIST, KIET, KIDA, 경희의료원 등)의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과 교류한다. 텍텐은 홍릉배에 참가해
2006년 가을 3복식 리그 준우승, 2008년 가을 3복식 리그 우
승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방학 중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펜
션으로 합숙을 가 테니스를 치며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학교에
입학해 처음 테니스를 접한 사람부터 경력이 10년 된 사람까지
실력에 편차는 있지만 현재 전공 불문하고 20명의 회원들이 함께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회원들의 말을 들어보자.

Want to join us?
텍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테니스를 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또
한 학교 테니스 코트에서 아침 6시부터 레슨을 하는 테니스 코치가 있으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문의 ys531@business.kaist.ac.kr

김영수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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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ZONE _ NEWS
KAIST 경영대학,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이하 CAIS) 선정 종합 20위
CAIS의 분석자료 <Assessing Researcher Publication Productivity in the Leading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A
2003-2007 Update>에 따르면 KAIST 경영대학이‘Nine
Basket’
(저널 상위 랭킹 9개) 기준으로 졸업생은 13위, 박사
졸업생은 11위, 교수는 23위, 교수와 졸업생, 박사 졸업생을
모두 합친 종합 순위 20위를 기록해 다시 한 번 본교 정보시스
템 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Competiveness Report
2009 발표
지난 9월 8일 오후 4시 중국에서 열린 연
중행사에서 2009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
경제포럼(WEF)은 1971년에 설립된 비영
리기관으로, IMD와 함께 대표적인 국가경
쟁력 평가기관이며, 매년 130여 개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국가별로 분석·비교해 발표한다.
한국은 올해 133개 국가에서 19위를 차
지했으며, 본교는 2008년 1월부터 WEF 협력기관으로 의뢰받
아‘Executive Opinion Survey’
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설문 조
사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AIST-THUNDERBIRD
Joint Global Leadership Certificate Program
KAIST and Thunderbird have brought together a team of
global thought leaders to give executives a competitive
advantage in global best business practices to excel and
prosper in these turbulent times. This dynamic faculty
team made up of academics, researchers, and industry
leaders present not only theoretic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business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and value-add for business operations. Diverse faculty
perspectives representing nationalities from Korean,
Chinese, Indian, French and American make up this
global team of thought leaders creating a forum to
critically discuss, engage, and shape global leaders in
turbulent tim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fessor Betty J. Chung,
Director of the Global Leadership Institute, KAIST Business School
(bchung@business.kaist.ac.kr)

KAIST MBA 입학설명회 개최
지난 8월 22일 서울 홍릉캠퍼스에서는 개인자격 지원자를 위한
MBA 입학설명회가 약 300여 명의 예비지원자가 참석한 가운
데 새로 부임한 라비 쿠마 경영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
최되었다. 마케팅실 MBA 디렉터 윤미자 실장의 학교 소개에 이
어 예비지원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교수진, 재학생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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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Q&A 시간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참석한 예비지원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한 전공별 세션이 마련되었다. 각 전공별 교수와 재학생
들이 참석해 학교생활과 커리어 준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들
려주어, KAIST MBA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
었다.
한편 9월 4일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설명회가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유수 기업의 우
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을 초청해
KAIST MBA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2009 KAIST Business School Job Fair 개최
‘2009 Job Fair’행사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KTB 자산운용 장대환 사장의 오프
닝 특강 및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원과 인사팀장들이 직접 면접
관으로 나서 진행한 모의면접을 비롯해, 16일과 17일에는 본
격적인 박람회 행사인 채용
설명회, 기업부스 상담, 현
장 면접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부스 상담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 기업을 포함,
컨설팅 기업과 제조, 서비스
분야의 기업 등 MBA 채용
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가했다. 이 밖에도 취업을 앞
둔 졸업 예정자들의 보다 충분한 취업 준비를 위해 이력서용 사
진 촬영, 이력서 클리닉, 커리어 컨설팅, 인터뷰 스킬 및 스타일
컨설팅 등의 특강이 열렸다.
끝으로 2009 멘토링 파이널 미팅을 겸해, 학생들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KAIST 경영대학만의 스페셜 이벤트‘제2회
Corporate Networking Night(CNN)’
이 나흘간 진행된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금융전문대학원, 금융 분야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 Finance
Networking Night(FNN) 개최
지난 9월 28일 금융전문대학원에서는 금융 분야 인사담당자와
의 간담회인‘Finance Networking Night (FNN)’
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기관 인
사 담당자와 한인구 금융전
문대학원장, 홍인기, 김주훈
교수, 김학기 금융행정팀장
및 마케팅실 윤미자 실장 등
관계 교직원들이 참석해 금
융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
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
Exchange Students Orientation for Fall 2009 Semester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가을학기에 유치된 교환학생들
과 이들의 정착에 도움을 줄 멘토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생활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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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뿐 아니라 생
활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들이 안내되며 학생들에게
KAIST 경영대학의 첫 인상
을 심어주는 중요한 자리이
다. 이와 관련해 <Student
Survival Guide> 책자를 제
작·배포해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미국, 중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대만 등 10여 개국에서 23명의 교환학생이 유치되었으며 26
명의 멘토들은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계
획하고 있다.
정보미디어 MBA, 봉사활동 안 하면 졸업 못한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는‘학업과 연구 수행’
,‘학교생활’
,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Honor
Code’
를 실천하고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여름학기 동안 봉
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총 1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을학기에 개설되는 졸업 필수 과목인 경영자문
실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는 SKT
청소년 영어캠프 봉사활동, 청량리 노숙자 지원‘밥퍼’
, 방과 후
도서관 등이 있다. 이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공헌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주어 진정한 기업인으로
서의 소양을 체득하기 위함이다.
박광우 교수-일리노이대학 George Pennccahi 교수 공저 논
문, 제3회 신한은행-한미재무학회 은행경영/투자은행 분야 최
우수 논문으로 선정
금융전문대학원 박광우 교수와 미국 일리노이대학 George
Pennccahi 교수가 공저한 논문“Harming depositors and
helping borrowers: The disparate impact of bank consolidation”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2009, 1~40)이 신
한은행과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3회 신한은행-한미
재무학회 은행경영/투자은행 분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은 오는 10월 23일 FMA Conference 중 한미재무학회 연
차총회에서 진행된다.
태국 Chulalongkorn‘뉴로마케팅 연구방법론’세미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박병호 교수는 지난 8월 24일 태국 출
라롱콘대학교 사신 경영대학원(Sasin Graduate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뉴로마케팅 연구 방법론의 장점과 숨어 있는 함정들”
이라는 주
제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태국 최고의 국립대학인 출라롱
콘대학교는 싱가포르나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경
영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노스웨스턴대학교(켈로그 경영대학)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튼 경영대학) 등과 제휴를 맺고 모든 수업
을 영어로 진행하는 사신 경영대학원을 1987년에 설립했다.
본교와는 2007년 최고위 과정(AIM)에서 해외 현장 수업을 들
은 것을 시작으로 제휴를 맺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
해 공동연구 등 교류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민 교수, <Who’
s Who> 등재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정재민 교수가 세계 인명사전인
<Marquis Who’
s Who in the World>(2010)에 등재되었다.
정재민 교수는 2003년 Univ. of Florida에서 언론학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Strategic Management in the
Media로, 현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 한국언
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편집위원,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n Region Editor로도 활동 중이다.
민병규 학생, 한미재무학회 박사논문상 수상
경영공학 박사과정 민병규 학생(지도교수: 김동석)이 저술한 논
문“Labor income risk and the cross section of equity returns”
가 한미재무학회에서 박사논문상을 수상했다.
오택섭, 안재현 교수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출간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오택섭 교수와 안재
현 교수가 <뉴미디어와 정보사회>라는 제목
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이미 도래한 정
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매스미디어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
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졌
다. 특히 매스미디어 현상을 일반교양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했다. 따라
서 내용 역시 전문적 이론보다는 매스미디어의 실제 현상을 가
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김태원 동문, <가장 듣고 싶은 한 마디, yes!> 출간
테크노MBA 02학번 김태원 동문이 비즈니
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 <가장 듣고 싶
은 한 마디, yes!>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
태원 동문이 어눌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
을 시작해 중간 관리자를 거쳐 인사와 전략
담당 임원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학습과 경험을 거치며 도달한 소통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탐구서이다.
김성훈, 안성아 동문, <영화마케팅 바이블> 번역서 출간
경영과학 석사 88학번 김상훈 동문과 경영
공학 박사 97학번 안성아 동문이 함께 번
역본 <영화마케팅 바이블>을 북코리아 출판
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창의적인 전략,
시장 조사, 광고와 홍보, PPL, 배급, 상영
까지 마케팅 현업 종사자에서부터, 독립영
화 제작자, 리서치 기관, 관련분야 교육 기
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신 영화 마케팅의 실제 사례와 유
용한 데이터가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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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MBA
와인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와인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애정에 찬 부지런함을 더해야 하는
까다로운 술이다.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마다 와인이 분위기를 리드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까다로움 뒤에
숨겨진 매력 때문일 것이다. EMBA 글로벌 에티켓 특강에서 와인을
주제로 한 강의를 4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9월 25일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유럽 와인 따라잡기’
를 주제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대표 와인을 두루 섭렵하는
시간이었다. 김기재 와인평론가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와인의
오묘한‘맛’
과‘멋’
을 알기 쉽게 전했다.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동시에 비용으로는 환산할 수 없
는 가치를 갖는 와인들을 선정해 직접 시음하
는 실전 활용법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체득한 EMBA 재학생, 동문들의 글로벌 CEO를 향
한 비전과 열정은 마지막 강의‘신세계 와인’
을 통해 또 한 번 완성
될 예정이다.

Open Enrollment Program
ATM 14기, 중국 경제의 중심 상해의 새로운 도약을 보다
2010 상하이 엑스포 준비가 한창인 상하이. 몇몇 도로는 공사로
인해 전면 폐쇄되는 등 도시 전체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
데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 2박 3일간의 ATM 14기 상해연수
가 시작되었다.
상해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인 푸동 지역을 들어서면 수많은 빌딩 중
에서도 유독 눈에 잘 띄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간판이“Mirae
Asset”
인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상해 최 노른자위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건물로 우리나라 기업의 건물이 있다는 것에 자
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혹 빌딩을 임대해 간판만 거는 정도는 아닐
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이번 ATM 상해연수 기업방문은 이러한 호
기심을 가지고 미래에셋 상하이 법인을 방문했다. 기업 소개 시간을
통해 미래에셋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 금융기업 중 상해 현지에
빌딩을 소유한 거의 유일한 기업임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
투자를 진행 중임을 설명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기업의 대(對)중국 투자전략에 관
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하였다.
뒤이은 KOTRA 상하이 KBC 홍창표 부장의 중국 경제동향 및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시간에는 우리의 1대 수출 무역수지 흑자국인 중국
시장에의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앞으로의 전
략에 관한 설명 및 토의가 이어졌다. 현재 중
국 현지에 공장을 둔 이들뿐 아니라 중국 현
지 법인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
여로 열띤 토론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연수는 기업 방문 뿐 아니라 상해박물관과 모간샨루, 타이캉루
에서 문화체험의 시간도 가져 참가자들의 감성도 자극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지에서 자유롭게
갤러리를 돌아보고 직접 작품도 구매하며 중국의 현대미술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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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박 3일간의 상해 경제·문화현장 시찰을 통해, 함께한 ATM
14기의 단합과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AIC 17기, 1박 2일의 워크숍이 남긴 의미
지난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여정을 달려온 AIC 17기가
9월의 마지막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에 다녀왔다. 첫 날
윤여선 교수의‘마케팅 전략’강의를 통해 과정생들은 기업이 실제
로 마케팅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생생한 예제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족구 경기는 각 반별로 단합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어진 저녁 회식 자리에
서 과정생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 진행된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에서
과정생들은 각 반 별로 지도교수와 함께 한
학기동안 경영혁신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서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E&Y 서영우 상무이사의 전략 컨설팅 프레
임워크 강의를 끝으로 워크숍 일정이 막을 내렸다.
향후 이들이 경영 이론과 컨설팅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실제 경영문제 해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핵
심 경영자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Customized Program
AJU-KAIST GMP 2기,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은 글로벌 핵심역량
지난 8월, 아주그룹의 핵심 인재로 구성된 AJU-KAIST GMP(
Global Management Program) 2기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하
나인 글로벌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세계 일류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일본은 IT 관련 기업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도 선구적인 기업들이 많으며, 그 중 대학 중심의 학
구적인 도시 교토, 오사카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 체험과 기업 방문
을 진행했다.
파인 세라믹, 반도체 부품, 통신기기 등으로 유명한 교세라, 일본
제1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막강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닛센, 노
벨화학 수상자를 배출한 계측, 의료기기 제작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등의 기업 방문을 통해 과정생들은 일본의 선진 트렌드를 보고 새롭
게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아주그룹이
당면한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해 함께 논의하
기도 했다.
특히 과정생들은, 강의를 통해 습득한 이론과
사례 학습이 이번 해외 연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며, 일본의
각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그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문화
또는 일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 노무라연구소의 일본 경제 전반적 동향과 설명을 통해 한국 경
제, 세계 경제와 비교 예측하는 등 다양한 식견을 들을 수 있어 좋
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본 연수가 AJU-KAIST GMP 과정생들이 아주그룹에 꼭 필
요한‘글로벌 핵심역량 강화’
라는 기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인
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NEWS ZONE _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가을 동문 행사 안내

2009 Alumni Reunion Day
일시 2009.11.7(토) 12:00
장소 KAIST 서울캠퍼스 Atrium & 홍릉수목원

주제: Working Out for Alumni & Our Family!
Lifelong Learning : 조윤범의 Power Classic
지식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진 한편의 쇼!
“이거 클래식 맞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클래식 강의를 들어보세요.

Family Activities : 홍릉 단풍길 걷기
Homecoming : 졸업 20주년, 입학 10주년 기념 기수 홈커밍

http://quartet-x.com

동문 참여 마당
作名 Contest : 새로워진 동문 행사 이름 내가 짓는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동문 가족들과 졸업 동기들이 모여
학창시절의 추억과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Big Seminar + 홈커밍 + 홍릉 단풍길 걷기 = ?
동문들의 心身을 단련할 수 있는 새로워진 동문 행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1등으로 당선된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UCC Contest : 학창시절, 지난 행사 UCC로 LCD TV 받자!
학창시절과 작년 홍릉 단풍길 걷기 행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UCC를 만들어 주세요.
댓글과 동문회 임원의 공정한 심사로 1등에게 LCD TV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多多益善 Contest : 최다인원 참가 기수, 2차는 상금으로 먹자!
최다인원 참가 기수께는 행사 후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외식상품권을 드립니다!
행사 당일에‘현장등록’
을 꼭 해 주세요.

발전기금 기탁 소식
개인 기부자

| 09.7~09.9

강철구 CJ홈쇼핑 팀장, MIS MBA 2003
김태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Telecom-MBA 2000
양우생 KTF 차장, Techno-MBA 2003
이규성 (주)코람코 회장, KAIST 경영대학 교수
주 현 IHL 부사장, Executive MBA 2007
한상철 매일유업 부장, MIS MBA 1999

단체 기부자 | 09.7~09.9
테크노MBA 4기
임효만 삼성엔지니어링 부장
추규정 제일모직 부장

KAIST 경영대학에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
경영학 연구와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업 기부자 | 09.7~09.9
맥쿼리 그룹
삼성SDS
(주)훼스트 시스템 현물(시스템) 기부
CMS를 이용하시면 월정액으로 부담 없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발전기금 관련 문의
정나래 (nrjung@business.kaist.ac.kr / 02-958-3249)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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