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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ver: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
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의한 불확실성의 시대. 그
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결국 경
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대응 없이는
시대와 사회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
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KAIST 경영대학은 이제 졸업 동문의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제공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
다. KAIST 경영대학의 이름과 열정에 걸맞게 새롭게
선보이는 졸업 동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의 자기 계발은 끝이 없으며, 그 열
정이야말로 글로벌 경영 환경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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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이 남긴 꿈과 희망
현용진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며칠 전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김구 선생 이야기도 같이 다루었다. 그러고
보니 두 분 모두 같은 궤적을 밟았던 인물인 것 같았다. 30년도
넘은 아주 오래 전 <백범일지>를 밤새워 읽으면서 감동과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배우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용기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일종의 좌절감이 엄습해 왔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늘
김구 선생이 말씀한 삶과 적응력 좋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속에
서 오락가락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다운 삶을 살자면 결국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냉
엄한 현실인데, 그럴 용기와 능력은 없고,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
니 늘 얼굴이 화끈거려 앞을 바라보기도 힘든 것 같다.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소아를 극복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세상의 원칙을 말했다는 것과,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이 어찌됐건 간에 자기희생이 수반되는 실천을 통해 그 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안중근 의사는 사람 하
나 죽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
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신 독립과 번영을 위해 어떤 원칙과 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그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한다. 김구 선생이 당장 통일을 이루겠다고 무모하게 이북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중요하고 무
엇을 느끼고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개인적 고통을 감
수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결국 두 분은 교수
형과 암살로 순교적 일생을 마쳤지만, 그 두 분의 생각과 자취는
두고두고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죽지도 않겠다면서 그 두 분과 같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의 무리는 공적을 포장하고 작은 일도 큰 것으로 말하며, 때론 사
실 은폐도 주저하지 않는다. 다 역사를 제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정
의해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돈과 권
력을 행사해 기념관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각종 이벤트도 벌린
다. 반대로 남의 무덤이나 동상, 그리고 기록을 훼손하면서까지
자기만의 역사를 만든다. 언젠가 TV에서 김재규라는 인물의 무덤
비석까지 훼손하는 무리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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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

金九

1879.9.2~1910.3.26

1876.7.11~1949.6.26

그런 무리 모두에게는 역사적 인물도 돈과 권력으로 만드는 하나
의 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상품은 강자만이 소유하는 전리품인
것이다.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은 필자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희망이란
목표가 있을 때 존재한다. 단순히 돈과 권력이, 그리고 이에 수반
되는 형이하학적 명예가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
런 목표를 갖고 있지도 못했고, 또 가질 능력도 없는 필자와 같은
필부들에게 세상은 희망이 별로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두 분은 그런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목표 대신에 다른 목표
를 필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목표의 달성이 불
가능하다 하더라도 잠자리에서 꿈은 꿀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비
록 그 두 분같이 실천의 능력과 용기도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
지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필자와 같은 필부에게 그 꿈도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분한 꿈이 있기에,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 갈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다.
대기업 회장은 이룰 수 있는 목표이고, 대통령도 이룰 수 있는 목
표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되는 것도 이
룰 수 있는 목표이다. 이 말이 좀 어폐는 있겠지만, 정말 이룰 수
없는 목표는, 그래서 꿈만 꿀 수밖에 없는 목표는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같이 그나마 죽음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세
상에서 형이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으며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닌 것이다. 하나의 선생으로
서 필자는 학생들이 그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꿈
을 꾸며, 그 목표에 자신을 투영하기를 늘 소망한다.
이룰 수는 없지만, 꿈을 꿀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희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매우 맑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목표를 얻는
대신,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무리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돌려서 생각
해 보면, 그 단순히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겠다는 목표만큼 현실
가능한 목표도 없을 것이다. 갈 수 없는 꿈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절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그 두 분이 우리에게 주는 꿈과 희망을
받아들이면, 전리품을 추구하기보다는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늘 노력하며 땀을 흘리게 된다. 일만 죽도록 하고 자리 하
나 못 얻는다면 사실 매우 비경제적일 것이다. 대신, 조금 일을
해서 쉽게 전리품을 얻는 것이 더 경제성의 원칙에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은 비경제적인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
직해야 할 꿈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대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필자와 같은 필부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야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엘리트 학교라면 곧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과 같은 인물을 배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도 좋고, 인격도 성숙되었으며, 무
엇보다 순교적 삶을 통해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인물이 곧 엘리트인 것이다. 옥스퍼드나 하버드가 엘리트 학교인
것은 돈 잘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학교들만이 갖고 있는 정신과 문화 때문일 것이다. 즉,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과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학교 학생들은 스페인 내전에서도 죽었고,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식민세력과 맞서다 죽어갔다. 그래서 영국인도 미국인
도 그 학교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 일이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민주니 자유 그런 타령을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던 시골 할머니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의 말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의 말에 아주 큰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
다. 먹고살 만하면 당연히 민주니 자유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
요하다는 것이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는데 민주니 자유니 따
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더 갖고,
더 먹고, 더 입는 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삶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할 시간에 꿈을 가져보는 것이 비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고, 이를 위해 우리는 제2의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이 필요한 것
이다. 언제 시간이 나면 남산도 가보고, 효창공원도 가보아야겠
다. 어릴 적 꿈꾸던 시절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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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窓

Career
Development
당신은 경력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경로 전무 _ 듀폰 아시아태평양지역 인사담당

필자는 어린 시절, 교수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대학에서 외교관 시험 준비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
게 되었고 군복무를 마치고는 그냥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외국 기
업인 듀폰으로 옮겨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듀폰에서는 약 17년 정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재개발 담당과 인사 담당을 맡았다. 이 일은 내게 잘 맞았다. 15개 국가를 여행하면서 미래
의 경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의도 하고 경력 계획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어찌보면 내가 되고 싶
었던 교수나 외교관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처음
부터 나의 경력 계획 준비를 잘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더 일찍 찾아 기여도 더 많이 하
고,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전환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여기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력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인 것이다. 경력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경력
은 선택의 연속이다. 따라서 좋은 경력을 쌓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자.
경력 계획, 나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의 혁신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직업의 종류는 물론 직업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 유망하던 직업이 사라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 직업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세상이 다양화되면서 직업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
관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직업에서의 경쟁도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결국 변화의 추세를 읽고 여기에 맞춰 각자 경력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직의 전략 수립이나 실행에는 열정과 시간을 쏟
아 부으면서도 정작 개인의 경력 계획이나 준비에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 경력 계획의 첫
단계는 자기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경력 계획을 수립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발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의 강점과 약점,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 제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의 한 친구는 40대 중반까지 강사를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영이 진정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임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한다. 자신
의 숨겨진 재능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도구들도 있으
니 사용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꼭 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개인의 흥미나 취향도 나이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생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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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큰 목표를 세워라
개인 경력 개발을 위해 더불어 필요한 것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
측이다. 앞으로 발전할 산업과 쇠퇴할 산업,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러한 발전이 직업에 미칠 영향,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변화 등
을 읽고 어떤 분야의 직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가령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실버 관련 산업, 건강과 식품
산업,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산업, 또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산
업 등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 인터넷 관련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환경을 분석했으면 SWOT
분석을 해본다. 개인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의
위험 요소(Threat)와 기회 요소(Opportunity)를 분석하면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경력 계획의 수
립 과정은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경력 계획에는 경력 목표, 가령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자
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려보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3~5년 사이에 꼭 해야 할 일, 혹은 당장 2
년 이내의 단기에 이뤄야 할 일을 역순으로 생각해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해 본다. 여기서 목표는 높게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
다. 가령 나는 10년 이내에 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계
획처럼 말이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를 실천해야 한다. 실행이 없는 계획은 몽
상이나 다름이 없다. 실행의 첫 단계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혹은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 성과가 없는 사람
에게 누가 더 중요한 업무를 주겠는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
도 충분히 경험하고 배워 다음에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중요하다.
경력 계획은 한 번뿐인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다.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하다면 돈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세계화와 급속한
사회의 변화는 위험도 초래하지만 기회도 많이 제공한다. 준비하
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필자는 이제 새로운 경력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퇴를 생각할 나이
라서 제2의 경력을 미리 준비하려 한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해
보면서 앞으로도 바쁘게 20년 이상 활동할 생각이다. 여러분도 철
저한 준비를 통해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경력 개발에 있어 자신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을 키우
려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력 초기에, 즉 30대
중반 이전 다양한 업무와 활동을 통해 무슨 일을 맡아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해 보았다면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 가
장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는 있다. 비서직도
그러하다.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연구·노력한 사람이 자기 경
험을 바탕으로 비서 업무의 전문가가 되어 나중에는 다른 비서들
을 도와주고 나아가 전문적인 비서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가로 성
장한 사례도 있다.
자기를 이해하고 경력 계획의 수립과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조
언해줄 멘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멘토는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동
종 업계의 선배나 또는 과거나 현재의 상사 등이 될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자기가 믿고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멘
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
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부탁해 보라.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이다.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 주기적으로 피드백도 받
아 보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필자는 경청이 부족하
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을 노력해 보완한 경험
이 있다. 한 가지 태도를 바꾸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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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혁신과 SCM의 통합,
가치 수명 주기(Value Life Cycle)

경영시스템 연구실

김보원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적합한 답은 이윤 추구이 가는 힘이다. 역량은 여러 방식을 통해, 그리고 여러 형태로 구현
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 시장 된다. 기업의 구성원인 경영자나 작업자가 지니는 기술 및 혁신에
혹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즉, 기 관한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포괄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가치
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이 제품 창출을 하는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구성 요소(Fundamental
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고 그에 걸맞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결국 Building Blocks)는 자원, 프로세스, 역량, 이 셋으로 집약된다.
기업은 고객에게 필요하고 고객이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이 세 가지 가치 창출의‘Fundamental Building Blocks’
를 지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 있다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조건’
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집중된다.
다. 그렇다면,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충분조건’
기업은 자원(Resource), 프로세스(Process), 역량(Capability)을 최 은 무엇일까? 어떤 고객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한대 산다고 가
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즉, 제품과 서 정하자. 소나타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자동차 한대가 만들어
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비롯해 노동력, 에너지 등 일련 지면,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가치의 50~60% 이상이 현대자동차
의 입력물(Input)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그 자체 와 같은 완성차 업체 밖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소나
로 저절로 제품이나 서비스화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철 타 한 대가 고객에게 전달될 때 총 가치의 50% 미만이 현대자동
(Steel)이 자동차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철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차가 만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가치는 누가 어디
저절로 자동차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철이라는 자원을 가공하고 에서 만든 것일까?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은
변형해 자동차의 문짝이 되고 차체가 되도록 일련의 변환 단계 수많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POSCO와 같은 원재료 공급 업
(Transformation Stage)들이 필요한데, 이를 프로세스라 한다. 다 체에서부터 현대모비스와 같이 고도화된 엔진 모듈을 제공하는 공
양한 자원으로 구성된 자원들이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 급 업체까지 수백 혹은 수천 개가 넘는 공급 업체들이 현대자동차
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
과 서비스라는 산출물(Output)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과 의‘가치 사슬(Value Chain)’
프로세스만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치 사슬의 상단(Upstream)에 있는 여러 단계의 공급 업체들 외에,
자원과 프로세스는 물리적 혹은 구조적인 측면(Physical or 대리점이나 애프터서비스 담당 조직과 같이 가치 사슬의 하단
Structural Aspect)만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BMW나 도요타 (Downstream)을 형성하는 많은 참여자들도 있다.
가 동일한 자원이나 프로세스를 활용해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그
소나타를 구매하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산출물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관
시기에 받고, 그 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
이나 기본적인 성능, 혹은 내구성 등에 있어 전혀 다른 자동차가
와 불만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대자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동일한 물리적
동차는 고객 만족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인 조건 하에서 전혀 다른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
보면, 완전한 의미의 고객 만족은 현대자동차의 개별적인 노력과
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역량(Capability)에서 차
역량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가치 사슬
이가 있기 때문이다. 역량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
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기업들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가치 창출 노
용하고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눈
력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최적으로 도모하지 않는다면 최종 고객
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
의 고객 만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 사슬
는 모든 활동을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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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조정·협력(Coordination)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채널 역량(Channel Capability)이라 한다. 공급 사슬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혹은 넓은 의미에서 가치 사
슬 관리(Value Chain Management)란 이러한 채널 역량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 이론적·실증적 체계이다.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본다면 새로운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신제품
(서비스) 혁신 단계까지 포괄하게 된다. 즉 기업이 지속적 존재
(Going Concern)로 경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
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신제품 혁
신과 기존 제품을 통한 현재 비즈니스의 최적화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존의 SCM은 기업이 현재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 만족을 도모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왔다. 따라서
기존 SCM의‘시간 차원(Time Dimension)’
은 전통적인‘제품 수
명 주기(PLC: Product Life Cycle)’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어디
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 사슬에서 파트너 기업들과 조정·협력하는
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기존 SCM의 주된 관심이었다. 이에
반해, 신제품 혁신(NPI: New Product Innovation)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엔지니어링의 여러 분
야에서 혹은 경영학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SCM과 NPI는 서로 연관 없는 주제로서 각각 별도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인터넷 기반 기술을 중
심으로 한 급격한 기술 혁신은 이러한 사고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
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으로서‘학습 역량(Learning Capability)’
에관
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정교하게 정립되면서‘NPI를

SCM의 전 단계’
로 보는 통합적인 관점이 발전하게 된다. 기존의
제품 수명 주기 위주의 SCM이 신제품 혁신과 결합되어‘가치 수
명 주기(VLC: Value Life Cycle)’
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VLC의 시작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념화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태동한 신제품(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제품 중심 지식
(Product-Specific Knowledge)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련의 단계들이 NPI(New Product Innovation)의 핵심 구성 요
소라 할 수 있다. NPI 활동을 통해 신제품이 완성되었다는 그 자
체로 기업의 가치 극대화에 공헌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연구 센터에서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
다. 신제품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나온 신제품이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PLC로 최적의 전
이(Optimal Transition)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미묘한 순간을 정의하는 것이‘생산 가능성을 감안한 디자인
(Design for Manufacturability)’
이며 이는 기업의 성공적인 신제
품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Core Concept)이다.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조정·협력 기술
(Coordination Technology)의 고도화는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에
많은 도전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점진적 개선만을 통한 가치 창출에 머
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제품 수명 주기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신제품 혁신과 SCM을 통합하는‘가치 수명 주
기(Value Life Cycle)’
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VLC를 기
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기업의 가치 창출 극대화에 필수적인 요
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가치 수명 주기(Value Life Cycle) - NPI와 SCM의 통합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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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세계에 빠져들기:
나는 왜 존재하는가?

기업정보시스템 연구실
가상 세계 비즈니스
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게임 업계를 놀라게 한 김강 사
장(김사장은 올해 KAIST EMBA 새내기 신입생이기도 하다)의 열
정을 너무도 좋아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수장을 하면서 학습 강도
에 있어 소문난 KAIST EMBA 과정을 동시에 한다면 그 내면의
내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김사장 회사의 주요 제품이며
전세계의 수억명의 고객이 즐기는 글로벌 게임인“미르의 전설”
을
MBA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들여다 보며 게임 산업의 모체가
KAIST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연구실에서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 등이 창업되어 나가던 추억이 스쳐 지나
간다. 그래 우리가 잘하는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무언가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회자되는 것을
보고 정말 발전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다. 최근의 화제작 <아웃
라이어(Outlier)>에서 수 년 전 대한항공 괌에서의 사고가 우리 문
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참 맞는 말 같다.
문화를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 사람들
은 정말 열정으로 대별될 듯도 하다. 이와 같은 열정 중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우리들의 열정은 참으로 전 세계적이다.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포함한 가상 세계(Virtual World)에서의 우리의 가능성
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벌써 오래 전 이야기지만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
했던 10년 전 전 세계 10대 인터넷 비즈니스 사이트에 우리 나라
에서 다음과 아이러브스쿨 두 사이트가 등재되었던 기억이 새롭
다. 우리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상을 높였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이러한 우리의 열정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건 아닌가? 가상 세계(Virtual World)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다.
IT가 나의 존재의 이유
그럼 가상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컴퓨터 내에서 현실과 같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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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가지게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들어가서 신명나게 즐기는 마당 같은 것이다. 인터넷을
토대로 한 IT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따른 형태의 변화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IT가 변화해온 모습을
들여다보자.
우선 기업 운영의 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IT가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필수 자원이 된 지 이미 오래라는 점을 주목
해 보자.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한 전자상거
래 시스템은 물건을 사고파는 채널과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이후 싸이월드 또는 페이스북처럼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인맥을 맺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nline Social
Network)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더 공고
히 하는 데 활용되거나,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온
라인 가상공간은 참으로 쉽고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전문가나 특정 지식의 보유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보의 소비자로만 존재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내고 게시하는, 즉 다
수의 정보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한 블로그
가 등장했다.
1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좋아
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게시하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생김새까지 바꿀
수 있어 사용자가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한층 더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이라는 이름에서 내포되어
있듯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즐기는 그리고 자기의 현재 실제와
다른 또 다른 역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제2의 삶의 공
간이다. 회사에서 말단 직원도 여기서는 잘만 하면 CEO가 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듯 또 다른 나를 위한 IT가 가능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사실
은, IT가 단순히 입력물을 넣으면 기존에 정해진 대로 출력물이 나
오는 기계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생각, 의지,

감정 등이 반영되는 좀더 복합적이고 인간 고유의 특징들이 녹여
들어간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IT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추론할 수 있
는 가설은 우리 정체성이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면을 트리거하고
이것이 우리 행동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인지, 그리고 감성

본 그림의 의미를 좀더 설명해 보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블로
그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들은 게시물의 사진이나 글, 혹은
자신만의 공간을 장식하고, 이들 자체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이 누
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나의 가장 멋진 순간을 보여 나의 가
치를 확인 받고 싶어한다는 말이다. 마치 김춘수의“꽃”
이라는 시
에서처럼 나는 그 누군가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Second Life’
(우리 말로 하면
‘또 다른 나의 삶’정도 되려나) 사용자들은 컴퓨터 내 가상공간에
서의 자신의 분신을 통해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새로
운 자신의 모습을 창출해낸다. 즉, 시스템이 내가 내린 명령을 수
행해내는 도구에서, 내 자신이 투영된 나의 분신, 혹은 또 다른 나
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삶과 다른 일탈
의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IT의 사용자들은 다양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시물,
블로그, 아바타 등의 피조물에 나의 혼을 이입하게 되고 이는 필연
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감정 이입으로 연결된다. 이 모든 것들
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이성과 효율성
을 강조하던 기존의 잣대에서 나아가 감정과 애착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사용자 자신의 모습과 그러한 시스템
을 인지적,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이것이 나아가 시
스템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IT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다양한 시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인지와 감성의 두 축이 교묘하게 엮이며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파헤치는 것이다.
가상 세계의 역동성

자, 현실과는 또 다른 세계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 가상공간은 현실에 그 기반을 둔 상태에서 현실과 비현실 사이
에 다리를 걸친 형태로 구축되어 왔다면 미래의 가상공간은 비현
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비현실이 현실에 오히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동물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새로운 친
구를 사귀고, 가상의 화폐 시스템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번 돈이 현실 세계의 화폐와 교환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무한한 토지가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비즈니스 사이트는 이렇게 무한한 토지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제약 조건을 두어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가
상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초기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이트 내에
서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식이 어
떻게 될 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우리의 현재의 연구는 향후 확대될
가상공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로
생각된다.
삶의 의미
다시 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근원적 질문인‘왜 사느냐’
로돌
아와 보자. 즉‘존재의 이유’
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빅터 프랭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밝혔듯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인 것이다.‘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어느 시인의 내면에는 아
마도 삶의 의미를 해탈한 경지가 녹여 있으리라. 복잡한 현대 비즈
니스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이런 삶의 의미를 찾아 주는 것이야말
로 비즈니스 모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심리학자인 치크센트미하이가 주창한‘프로우(Flow) 이론’
으
로의 연결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프로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세계 그 자체가 즐겁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가 향상되
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 즉 경험 그 자체
를 추구하는 것이며 몰입한다는 것이다. 역시 가상 세계도 현실 세
계와 마찬가지로 사람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 미쳐
있는 이런 고객이야말로 현대 비즈니스가 그렇게 친구하고 싶은,
아니 고객이랄 것도 없이 내 비즈니스 같이 하는 동료 아닌가? 이
런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가 저절로 돈 벌고 수익 나는 거
아닌가?
이는 공자께서 이야기한“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함은 즐
김만 못하다”
는 문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기에 열정과 끼로 충
만한 우리에게 본 연구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닐는지.
자, 우리 모두들 가상 세계에서의 각자의 존재 이유를 찾으러 떠나
보자.
본 내용은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학술적 용어를 되도록 배제하였습니다.

부연하지만 가상공간은 사용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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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WS와 녹색경영

EEWS 기획단

이재규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EEWS 기획단장

EEWS란 용어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다. 그러나 요즘 KAIST에
서는 이 용어의 의미를 모르면 시대의 흐름에 뒤진 것으로 통한다.
EEWS란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에너지, 환경, 물, 지속 성장성은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들이며, 그 중요성은 우리 나라뿐 아니
라 세계 각국의 녹색 성장 전략으로 이미 강조되고 있다. 이 문제
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중요
한 문제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 방안을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 만큼 인류와 국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KAIST가 가장 앞서 나가면 KAIST는 미래의 세계
선두가 될 것이고, EEWS 교육을 받은 우리 졸업생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도 미래의 성장 동력의 선
진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KAIST EEWS Initiative의 비전이며,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KAIST의 꿈이다.
KAIST만의 EEWS 분야의 효과적인 융합
KAIST EEWS의 구상은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되었고, 범 캠퍼
스 차원의 EEWS 기획단이 구성되어 관련 연구, 교육, 국제 협력
의 중심이 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 면에서는 2008년도에 18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2009년도에는 2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
다. 교육을 위해서는‘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교수들이 참여하는 EEWS대학원을 설립
해 2009년 가을 학기부터 석·박사 과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09년 가을 학기부터 EEWS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해
산업계 지도자들이 녹색 성장을 위한 기술의 개념, 현 위치, 미래
전망, 산업화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돕는 체계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들은
홈페이지‘eews.kaist.ac.kr’
에 소개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녹
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의 대안이 EEWS인 것이다.
‘International Workshop on EEWS’
는 2008년도 9월에 최초
로 개최되었고, 2009년에도 9월 22~23일에 개최 예정에 있다.
이 워크숍은 국내외적 정보를 총체적으로 집결시켜 정보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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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게 하고 있다. 일전에 미국의 Berkley Lawrence National
Lab, Caltech, UCLA 등을 방문해 EEWS에 관한 현황과 꿈을 나
눈 적이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 더 큰 규모로 연구 투자를 하고 있
지만, EEWS라는 비전으로 분야 간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KAIST 밖에 없
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외국 대학
의 KAIST EEWS 전략에 대한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만큼 책임과 기대가 크다.

가 개발되면 건물 외벽이 발전 공간이 되고 태양 전지 판의 흉물스
러움과 공간의 소요가 줄어 들 것이다. 전기 자동차가 동력을 비접
촉식으로 도로에서 이동 중에 공급받으면 별도의 충전 공간이 필
요 없는 미래의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 날
이 오면 도시의 매연은 없어지고 자동차 산업과 수송 연료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꿈같은 기술들이
KAIST EEWS 기획의 일환으로 현실이 되어 산업화되고 미래를
열어 갈 것이다.

EEWS 최고경영자과정에는 22명의 KAIST 교수와 2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EEWS의 기술과 산업을 기
업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주요
주제는 에너지 환경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 석유의 대체 방안, 태
양 전지와 연료 전지의 원리와 사업화 방안,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화학의 기회 발굴, 미래의 그린 카와 한국이 앞서가는 온라인 전기
자동차 모델, 탄산가스 회수와 자원화 사업 방안, 수소 에너지의
현실과 미래, 물 문제 해결과 해수담수화 사업의 기회, LED 조명
과 에너지 저장 기술의 현재와 미래, 자원 순환과 자원의 재활용
산업, EEWS를 반영한 미래 도시 설계와 건설 사업의 전망, 원자
력, 풍력, 조력, 지열의 가능성 분석, CDM 사업과 컨설팅 사업,
EEWS 관련 투자 사업을 포함한다.

EEWS 산업의 미래를 보면서 경영자들이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
인지 생각해 본다. 새로운 산업의 초기에는 기술의 경쟁이 관건이
다. 이 단계에는 경영자도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미래를 볼 수 있
는 눈은 기술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만큼 밝아지는 단계이기 때문
이다. 지금이 바로 녹색 성장의 기술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누가 석
유를 대체할 연료를 개발하는가에 따라 석유 산업의 구도가 바뀔
것이다. 누가 태양 전지나 연료 전지의 고효율 기술을 먼저 개발하
는가에 따라 발전 장비 산업의 구도가 바뀔 것이다. 바이오 연료의
효율이 높은 효소를 개발한 기업이 미래의 연료 공급원이 될 것이
다. 온라인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도를 바꿀 것이
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KAIST EEWS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

이 시대 경영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와해성 기술이
발전하면 기업의 변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벤처의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의 사업적 의미는 무엇
인가? 이런 식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본 경영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한 경영자는 미
래의 방랑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파
악하고 어느 기술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금광은 먼저 가서 캐는 자의 것
이다. 그러나 어느 광맥이 큰 광맥인지 잘 탐사해야 한다. KAIST
의 EEWS는 경영대학과 함께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우리의 미래
를 대비해 갈 것이다.

KAIST EEWS 연구 활동에는 7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데, 이들이 꿈꾸고 있는 연구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자
연 속 식물의 광합성과 같이 인공 광합성이 성공하면 탄소 배출 문
제의 걱정은 끝이다. 왜냐하면 탄산가스와 태양과 물을 이용해 탄
소동화작용을 해 식물이 성장하듯 탄산가스는 자원으로 변신할 것
이기 때문이다. 연료 전지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의 폐 연료
가 발전의 100배의 부가가치 화합물로 변신하거나 폐열을 이용해
해수담수화를 할 수 있게 해 경제성이 있는 연료 전지 발전이 될
것이다. 원자력 연료의 효율이 지금보다 100배 높아지면 폐기물
의 발생의 1/100로 줄어들게 되어 핵폐기물의 저장 문제가 획기
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차세대 투명하고 유연성이 있는 태양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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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심 KAIST 경영대학
<Frontier>에서는 지난 겨울호부터 KAIST 경영대학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작
년 한해 경영 분야 12편, 경제 및 재무 분야 21편, 정보통신 분야 14편의 논문이 국
제 및 국내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특히 박광우 교수는 금융 분야 해외 최고 권위의
학술지 중 하나인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 논문은 올해 1월호에 실렸다. 본 호에서는 이 논문을 비롯해 경영 분야 2
편, 경제 및 재무 분야 2편, 정보통신 분야 1편 등 5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Kwangwoo Park & George Pennacchi (2009)
“Harming Depositors and Helping Borrowers: The Disparate Impact of Bank Consolid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22 (1), 1-40.
Abstract: A model of multimarket spatial competition is
developed where small, single-market banks compete with
large, multimarket banks(LMBs) for retail loans and deposits.
Consistent with empirical evidence, LMBs are assumed to set
retail interest rates uniformly across markets, have different
operating costs, and have access to wholesale funding. If LMBs
have significant funding advantages that offset potential loan
operating cost disadvantages, then market-extension mergers

by LMBs promote loan competition, especially in concentrated
markets. However, such mergers reduce retail deposit
competition, especially in less concentrated markets. Prior
empirical research and our own analysis of retail deposit rates
support the model’s predictions.
•Keywords: Banking Market, Spatial Competition, Large
Multimarket Banks(LMBs), Bank Consolidation

Joongsan Oh & Seung-Kyu Rhee (2008)
“The Influence of Supplier Capabilities and Technology Uncertainty on Manufacturer-supplier Collaboration: A
Study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 28 (6), 490-517.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nufacturer-supplier collaboration(MSC) typ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factors that affect such collabo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unit of analysis is 1st
tier suppliers registered with Hyundai-KIA Motors
Corporation(HKMC);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se
1st tier suppliers. Then,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First, five distinct MSC typ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collaboration in new car
development,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trategic
purchasing, and supplier development. Second,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suppliers’ customer proliferation capability is
found to affect MSC positively. Of suppliers’ capabilities,
flexibility, dependability improvement, module, design, and
2nd tier supplier development/coordination capabilities affect
MSC positively. Third, while technology uncertainty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supplier
capabilities exercise over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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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urchasing, it has no direct impact on any MSC typ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 Sampling is limited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HKMC’s 1st tier suppliers. Of note is
that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MSC, focusing on
supplier capabilities. In terms of methodolog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concurrently to ensure reliability of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 First tier suppliers can review their
MSC activities and identify which capabilities they need to
develop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MSC with due
consideration of technology uncertainty. Auto manufacturers
can also benefit from the empirically tested MSC typologie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not only considered technology
uncertainty as a moderator of the impact that supplier
capabilities have on MSC, but also improved the
understanding of MSC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Keywords: Automotive industry, Channel relationships,
South Korea, Supplier relations

Seigyoung Auh, Eric Shih & Yeosun Yoon (2008)
“Aligning Benefits with Payments: A Test of the Pattern Alignment Hypothesi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8, 292-303.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onsumer perception of
transactions whose benefits of consumption and cost of
purchase unfold over time. Specifically, the article employs the
notion of narrow framing to suggest that, when consumers
confront a series of decisions, they tend to make evaluations
one at a time, rather th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ntire
portfolio. Consistent with this argument, the authors test the
pattern alignment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consumers
prefer payment schemes that match the pattern of benefits
and payments in each period, rather than a scheme that
encompasses an entire financing period. In two experiments,
the authors find general support for the pattern alignment

hypothesis and for the underlying process by which this
hypothesis occurs. Specifically, Experiment 2 highlights the
mediating role of consumers' perceived fairnes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a financing program. The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developing financing and pricing strategies that promote
the perception of fairness.
•Keywords: consumer financing, mental accounting, prospect
theory, narrow framing, pattern alignment hypothesis, social
exchange theory, perceived fairness

Sue Young Choi, Young Sik Kang & Heeseok Lee (2008)
“The Effects of Socio-technical Enablers on Knowledge Sharing: An Exploratory Examin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5), 742-754.
Abstract: Recently, the need for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drastically increasing so organizations may meet the high
level of dynamic, complex business change and uncertainty. In
particular, knowledge sharing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process through which organizational knowledge can be
utilized. For successful knowledge sharing, companies need to
capitalize on various socio-technical enabler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se enablers can affect knowledge sharing intention
and behavior, and explore practical implications for knowledge
sharing. For this purpose, the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to investigate these enablers from a socio-technical
perspective. PLS(Partial Least Square) analysis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model. This field study involves 164 user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investigated for
practical implications. Our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enablers
such as trust and reward mechanisms are more important than
technical support in isolation for facilitating knowledge
sharing.
•Keywords: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sharing,
socio-technical perspective

Kyoung Cheon Cha, Duk Bin Jun, Amy R. Wilson & Young Sun Park (2008)
“Managing and Modeling the Price Reduction Effect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Traffic”,
Telecommunications Policy, 32, 468-479.
Abstract: As need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diversify,
an increasingly wide range of services is becoming available in
the market. Service price reduction is one strategy used by
service providers to retain existing subscribers. A price
reduction for one service, however, can affect the individuallevel usage for other services. Price reductions can also be
imposed on a service provider by regulation. For these
reasons, understanding how price reductions affect service
usage is of growing importance to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or purposes of pricing and tariff development. In this
paper, an individual-level usage model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developed and the effects on usage of a price
reduction are analyzed. The model is applied to age-stratified
aggregate traffic data for a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Finally, a 0-1 integer programming model is
proposed for choosing which market segment should be
targeted with a price reduction to minimize revenue loss.
These models can be applied to market segmentation and
price reduction strategy.
•Keywords: Individual telecommunications traffic; Error
correction behavior; Market segmentation; Pric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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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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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경제 블랙홀

Greater China

김지희·정병구 _ 2008 테크노MBA

중국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잠자는 사자’
로 불리며 침묵만 지키고 있던 중국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14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나오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탄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
는 세계 자본의 경제 블랙홀, 중국의 변화를 읽는다.
‘KAIST International Study Program’
의 일환으로 매년 겨울
학기에 실시되는 중국 연수를 2009년 1월 5일부터 2주간 다녀
왔다. 연수 지역은 징진지(京津冀) 경제권의 중심인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창장 삼각주 경제권의 중심인 상하이(上海) 그리고 난
징(南京)이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진출해 활
동 중인 기업을 방문해 강의를 듣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삼성
전자·하이닉스 등 제조업체 10곳, 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
기관 3곳, 이마트·한국대사관·주중한국인회 등 유통 및 기타기
관 9곳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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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선점과 그 성과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출한 우리 나라 제조업체들은 대한민국이 제조
업 강국임을 입증하듯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유통업도 중
국과 우리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과 상대적으로 앞선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다만 금융 업종은 아직까지는 먼저 진출한 우리 나라 제조와
유통업체의 금융 지원이 주요 업무 영역이고, 독자적으로 중국 시

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듯했다. 이렇듯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에 천안문 사태로부터 파급된 정정(政情)의 불안으
로 다른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우리 기업들은 과감하
게 중국 진출을 지속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
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2000년대
초·중반의 한류 열풍도 이러한 성공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목적을 보면, 초기에는 값싼 노동력을 이
용한 생산기지 확보 차원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중국
의 내수 시장 확보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중
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기업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노동
집약적 산업에의 진출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 중국인들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에 버
금갈 거대한 소비 시장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다. 다
만, 우리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이 모두 이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까닭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자본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
의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진출, 인식 전환이 필수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는 달리, 방문한 많은 곳에서 최근의
한중 관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국과
우리의 사회·문화적 갈등 또는 저개발 단계에서의 중국의 부정적
인 모습들이 우리의 인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남아, 우리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중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양 국민 간의 감정적 대립을 초래한다는 설명이었다. 이러
한 현상의 원인은 1992년 우리 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이후 중국
은 급격하게 발전해 온 반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수교 당시
의 수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라는, 즉 중
국 자체를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이면에서 우리는 다소 어두
운 그림자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주요 공공시설, 특히
천안문 광장 진출입로에서의 철저한 검문검색은 중국이 지금 우려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듯했다. 대략
250여 년 존속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민족과의 대립 또는 지
배 체제의 모순과 이에 따른 부정부패로 분열되어 멸망했다. 이러
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회 불안과 중국의 분리를
아마도 가장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의 성장에 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주요 서방 강대국들의 견제와 이번에 우리가
둘러보지 못한 중국의 서부 내륙 지방의 개발 문제 등이 향후 중국
의 주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당(黨)이 한다면 한다’
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듯 중국인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중국의 최
고 지도부는,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보이
듯이 앞으로도 중국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건국 60주년
을 맞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인 것이다.

2009 KAIST International Study Program in China
일정

2009.1.5 ~ 1.14

참석

김영배 교수, 유승현 교수, 테크노MBA 및 IMBA 학생 (총 19명)

경로

인천(출국)

천진

북경

(기차 이동)

상해

무석

남경

인천(귀국)

세부 탐방 일정 천진(삼성전자 TV공장)
북경(재중국한국대사관, 재중국한인회, 아모텍, LG전자 중국법인, 중국콜마, Opentide China, 한국전력,
POSCO 중국법인, CJ, 우리은행, 산업은행) 상해(이마트, 한화증권, Basic House, EXR, 아모레퍼시픽, CJ홈쇼핑, 이랜드, 삼성
전자 상해연구소, 삼성전자 디자인연구소) 무석(하이닉스) 남경(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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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Tourism!
2008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평균 4% 이상의 성장을 보인 산업은? 첫
번째 문제의 답은 프랑스이고, 두 번째 문제의 답은 관광업이다. KAIST 경영대학 일원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
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랑스에서‘관광
경영학’
으로 저명한‘Ceram Business School’
의 총 책임자인 Dimanche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This 13-month specialization program is composed of two
semesters and one internship coupled with dissertation
writing. Students should take 12 courses including seven
Required Courses and five Elective courses; they can also
take additional non-credit courses. During the summer
period, there is an internship to do.
The purpose of the MSc in Strategic Tourism Management
is to prepare students for management and marketing
responsibilities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ourism
environment. The approach is transversal, integrative, and
multidisciplinary rather than sector-driven (i.e., built around
tourism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hospitality or
attractions). The program focuses on global strategic
tourism issues and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professional contexts.
The following types of organizations are examples of
potential recruiters: Airlines,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Audit and Consulting Companies, Tour Operators,
Global Distribution Systems companies, Cruise Lines, Ferries,
Hotel Companies, Media Companies, Online Distributors,
Convention Centers,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s,
Tourism Education, Government Offices, Incentive Travel
Companies, Sports and Health Tourism Organizations, Ports
and Airports, Hotel and Resort Management Compan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tc.
In the Ceram Business School, there’re many classes
about Tourism. Firstly, please, introduce the Tourism
Curriculum in Ceram. What is the purpose which
Ceram run various classes about Tourism? And, what
working area do students who are majored in Tourism
get a job after graduating?

France i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necessary for France to sustain that position? If
there are obstacles, what are the solutions?

The Tourism Curriculum in Ceram is mainly represented with
the Master of Science in Strategic Tourism Management.

Firstly, we should develop new tourism products according
to changing life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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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o suggest three things to sustain that position.

Secondly, we need to upgrade the overall quality of Tourism
services throughout the sector.
Thirdly, there are human resources to better train and
prepare for international tourism. It’s essential to continue
training and educating tourism professionals.
There are also some obstacles to sustain that position.
Nowadays, the French market share in Global Tourism is
dropping down because of strong competition. And, the
French Tourism Industry is composed of many small business
players. So, it’s hard to coordinate them all and offer
consistent levels of services. There are just limited budgets
and various voices.
To solve this obstacle, we should focus on the ‘Knowledge
Economy’ principles: That is sharing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During the Tourism class, you strongly empha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the
knowledge economy, and Tourism’s key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Please explain in detail.
Tourism contributes 6.4% of the French National Economy
and I million direct employment and 2 millions with indirect
employment. And, Tourism has showed sustainable growth
over 50 years. These figures are not relevant only in France.
To sustain this growth, Knowledge management is an
absolute necessity.
As you know, tourism is a soft industry unlike the car
manufacturing sector. That means it’s essential to share
know-how based on knowledge. There are some incentives
to share. Large companies which already master technology
and innovative practices can sell this experience to smaller
companies at reasonable prices. Another possibility is to
make alliances among the relevant business players. They
can share best practices and mutually benefit each other.
Of course, we should consider the impact of the increased
use of technology
on tourism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new organizational
structures, new innovation processes, new competitive
environments, new value chains, etc.
Unfortunately,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lack in
natural resources like Korea. What do they need to
attract tourists and improve the infrastructure?

which has enough natural resources. Korea could develop
various tourism products like industry, urban, health,
medical, business, meetings, etc.
Another advice is to foster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The public sector has played a main role so far
in Korea’s Tourism. But, to make progre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must together create the conditions for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nd work on the creation of clubs and clusters,
networks, collaborative platforms, etc.
Many MBA students are interested in Tourism because
of the good prospect. What would you recommend
for them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daptability!!! Tourism situation is flexible and each
country’s policy is different. In addition, tourism is a fast
changing sector. So you should prepare to respond to
flexible market situations anytime and anywhere. To gain
adaptability, you must have an open mind and throw away
stereotypes and always watch trends and the changing
global situation.
You should travel, study alternative forms of tourism, and
accumulate various experiences. Of course, I would
recommend to Korean students to come and study at
CERAM in the Master of Science in Strategic Tourism
Management: The program has been ranked two years in a
row as the best tourism master program in France, and it is
entirely taught in English!
Finally, I recommend two materials to have insight in
Tourism.
1.Tourism ‘Principle and Practice’ / Chris cooper / British
Pearson
2.Tourism ‘Principle, Practice, Philosophy’ / Charles R.
Goeldner / John Wiley & Sons, Inc.

Frederic Dimanche, Ph.D.,

is Marketing Professor and
found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Tourism Management at CERAM
Business School, Nice - Sophia Antipolis (France). He joined CERAM in
2001 after more than 15 years in the USA, where he wa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ew Orleans and Director of research for a service
marketing research firm. Dr. Dimanche has published numerous
tourism research articles and has taught and consulted in various
countries in Africa, Asia,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 board
member of TTRA Europe, he is a former Associate Editor of the
Journal of Travel Research.

First, we need to stress that Tourism isn’t just about natural
resources.
So, Korea should approach tourism differently than France

고영선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19

GLOBAL ZONE _ Exchange Program

내 인생 최고 승률의 도전과 투자

Exchange Program,
CERAM Business School
삶에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도전’
과‘투자’
가 필요할 것이다.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KAIST 경영대학의 일원이 되고
자 한 것도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투자였던 것처럼 KAIST 경영대학에서 1년을 보내면서, 나는 또 다시 새로운 세상에 도전
하고픈 욕구가 생겼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프랑스 니스에 위치한‘CERAM Business School’
로 교환 학생을 가는 것이었다.
세람(CERAM)을 선택하게 된 이유
KAIST 경영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 경영대학과 교환 학생 제도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가도 중요한 의사 결정이자 행복한 고민이다. 그 중에서 내가 세람
(CERAM)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세람이 위치한 곳이 전 세계적인 IT 산업 단지인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KAIST 경영대학도 기술과 경영의 접목 취지로 테크노경
영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제 산학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
다. MBA 수업은 이론적인 경영학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매력적인데 그런 점에서 세람은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얼마 전에 SBS
에서 특집 기획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4개 산업 단지를 취재했는데 이 곳 소피아 앙티
폴리스도 선정되었고, 산학 우수 사례로 세람에서 수업하는 모습도 함께 취재했다. 한국 학생
대표로 인터뷰를 했는데 과연 방송에 나올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세람의 환상적인 주변 환경이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겨울이 한국보다 길며 날씨도
좋지 않기 때문에, 봄 학기에 교환 학생으로 유럽을 갈 경우 날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다. 가뜩이나 가까운 친지와 떨어져 생활하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날씨마저 흐리면 생활에 활력
이 떨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 곳 세람이 위치한 곳은 일명 프랑스의 목걸이(리비에라)라 불
리는 코트다쥐르에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보석 같은 도시들이 줄줄이 이어진
다. 학교를 향하는 버스 차창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정면에는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보석같이 반짝이는 지중해를 함께 바라볼 수 있다. 가끔씩 환상적인 전경에 빠져
학교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도 생길 정도다. 이 곳 날씨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겨울에도 한국
의 봄 날씨보다 더 화창한 날들이 이어진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라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영어
실력도 늘지 않을까?
세람(CERAM)의 수업 방식
세람의 수업 일정은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전반부와 중반부에 1주일간 세미
나(Seminar)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보다는 세계화
(Globalization)와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여러 시각을 얻을 수 있
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다. 1주일 내내 수업을 듣게 되며, 3학점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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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필수 과목(Core Course)은 MBA 정규 수업(마케팅, 재무, 전략, 인사 조직 등)이 포함
되며 일주일에 3시간씩 총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며, 5학점 과목이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Elective Course)은 프랑스와 관련된 특화된 수업(Tourism, Luxury
Brand Management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주일에 1.5시간씩 총 10회에 걸쳐서 운영된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되며, 3학점 과목이다.
이 곳에서 수업을 들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교수님의 수업 진도가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맞
춰져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사실 난 재무나 회계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KAIST 경영대
학의 재무 관련 수업이 많이 벅차고 힘들었는데, 세람에서는 교수님이 워낙 철저하고 친절하게
지도를 해 주어서 작은 지식이라도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텀 프로젝트
(Term Project) 작성에서도 수업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해 매주 모든 팀들의 진척 현황을 일일이
지도해준다.
세람도 KAIST 경영대학과 마찬가지로 텀 프로젝트 작성이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차
이점은 텀 프로젝트로 다루는 회사의 임직원과의 인터뷰가 필수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뷰가
텀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교수님이 일일이 인터뷰 대상자와 연락
을 취해 사실과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학 프로젝트가 정착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인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세람 졸업생 명단을 확보하는 등 경
쟁이 치열하다.
수업 이외의 특별함
세람은 수업 외에도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활동은
‘Interculture’
라는 학생 자치 단체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으며, 몇 가지 활동들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KAIST 경영대학의 멘토 제도와 유사한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이다. 외국 교환 학
생이 낯선 세람 시스템과 프랑스 생활에 처음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대 1로 현지 학생과
짝을 지어 도와준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동호회(골프, 스키, 축구, 등산 등)와 거의 매주 있다시피 한
이벤트와 파티가 교환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박주영 선수가 뛰고 있는 AS 모나코
구장이 세람에서 한 시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단체로 버스를 빌려서 응원하러 가기도 하며, 스
키나 골프를 20유로 이내의 저렴한 가격에 배우거나 즐길 수도 있다. 주말을 이용해 부자들의
천국인 모나코에 단체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을 외국 학생들과 함께 말이다.
세람에서 아쉬운 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KAIST 경영대학과 비교할 때,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
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교환 학생들에게 물어보
면, 세람의 인터넷 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세계 제일의 인터넷 환경에
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어디 가서도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닐까 싶다.
총 4개월간의 교환 학생 기간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내가 느끼는 건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시간들
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세람에서 교환 학생을 마치고 KAIST 경영대학으로 돌아갈 때
는 어떤 식으로 발전될는지 그리고 교환 학생 생활이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는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러한 기대들이 지금의‘도전’
과‘투자’
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
이든 간에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린 국제 사회에서 활약하게 될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교환 학생 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교환 학생을! 더 나
은 교환 학생을 위해 CERAM Business School을!
고영선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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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섹스가 없어도
모두 열광할 게임을 만들 수 있다
게임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신진 예술가 트레이시 풀러튼 교수와의 만남

박병호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지금의 40대에게 게임(또는 전자오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은 아마도 인베이더와 갤러그일 것이다. 지금의 30대는 스
트리트 파이터. 오늘날 미국 시장을 필두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
고 있는 헤일로(Halo) 시리즈는 매우 사실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폭
력물, GTA(Grand Theft Auto) 시리즈는 폭력 중심의 내용에 섹
스까지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게임=폭력’
이라는 등식
은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연 게임은 폭력과 연계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늘 나오는 대답은‘벽돌 깨기와 테트리스가 있지
않느냐’
이지만 이들은 간단한 아이디어와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헤일로나 GTA처럼 수십 시간을 계속 매달려 있어야 끝마무
리를 지을 수 있는 대형 작품과 대등한 비교는 어렵다.

Game Innovation Lab)의 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 최대의 게임 유통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약칭 EA社)가 기존
의 상업 게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위해 설
립한 게임 연구소입니다.
물론 USC 신문방송학부(Annenberg School of Communication)
에서도 게임을 미디어의 한 형태로 보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예술로서
게임을 보고 게임 창작을 가르칩니다. 신문방송학부에서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고 그 효과나 활용 방법
등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KAIST 정보미디어 글로벌 포럼에 연사로 초청되고 얼마 안 있어
부교수 승진과 함께 영년직(테뉴어)을 받았는데요, 승진이 발표되
자 주위의 선배 교수님들이‘이제 일 좀 할 수 있겠군’
이라고 우스
개로 인사를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연구와 학생 지도에만 전념했
는데 이제는 학과와 단과대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라는 메시지였지
요. 연구와 강의만으로도 힘이 들었는데 추가되는 업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웃음)

근본적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시도가 오히려 폭
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창조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USC의 트레이시 풀러튼 교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또 실제로 풀러튼 교수의 학생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고 한다. 2008 정보미디어 글로벌 포럼에 풀러튼 교수를 초청
했던 필자가 트레이시 풀러튼 교수가 한국에서 머무른 3일간 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요, 구체적
받은 대화를 토대로 본 기사를 정리했다.
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부교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게임 전공 교수로 해외에 알려져
있는데, 본인에 대해 좀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소속한 단과대학은 영화대학(USC School of Cinematic
Arts)입니다. 거기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공(USC Interactive
Media Division) 소속인 것이죠. 게임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게임 디자이너인 제가 여기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EA 게임 혁신 연구소(Electronic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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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게임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좋은 게임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내
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데 사람을 흥분시키는 데에 가장 좋은 소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폭력이고 둘째는 섹스지요. 그 결과 오늘날의 게임에 폭력과 섹스
가 난무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상업적인 목
적으로 만드는 게임은 일정 기간 이내에 손익 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장되고 맙니다.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만한 제

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게임 기획자 속 다른 조각구름들을 만나 친구가 되어 큰 구름의 무리를 지어 함
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계속 께 여행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일부 구름 조각
다음 작품을 기획하라고 개발자들을 몰아붙이면 개발자의 입장에 들은 뒤떨어지는 등 게이머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게임 속 세계의
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어지 하늘을 날아다니며 때로는 바다나 섬 위에 비를 내리기도 하는 등
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게임 시장, 특히 유통사의 자정능력이 약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롭게 다른 사물들과 교류한다’
한 PC용 게임 시장을 폭력 일색으로 만든 것입니다.
는 편안한 느낌을 만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상도 받았지만 그 보다는 일반인들, 특히 게임을 즐기
그런데 USC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
지 않는 중-장년층으로부터‘즐기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는연
이 아닙니다.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를 게임이라
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에 최종판이 완성되었는데 아직까
는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지도 인기가 좋아서 학교 서버를 통해 계속 이 게임을 제공하고 있
판매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흥미
습니다.
로운가, 그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게임으로) 구현했는가 등이 평가
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관념의 틀을 깨는 작품들이 많 클라우드를 만든 켈리 산티
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EA 게임 혁신 연구소 또한 아고와 제노바 첸 두 학생이
설립 목적이 이윤창출과 거리를 둠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발상을 졸업 후 벤처기업을 세우고
허락한다는 부분이 학생 프로젝트에서의 고정관념 탈피와 출발점 만든 게임 플라워(Flower)는
이 맞닿아 있고요.
주인공이 꽃잎입니다(그림 ❸
❹).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
꽃잎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❸
데, 가르치시는 학생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요. 도시의 삭막한 콘크리
남학생들은 무조건‘둠’
처럼 3차원 공간에서 기관총을 마구잡이로 트 숲을 벗어나기를 꿈꾸던
쏘아대는 게임을 만들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달라 꽃들이 바람의 힘을 빌려 날
요. 처음에는‘난 여자라서 게임을 거의 해 보지도 않았고 컴퓨터 아가기 시작합니다. 게이머
프로그래밍도 할 줄 모르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는 바람을 조종하여 꽃잎들
❹
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말하지요. 이 게임 속의 세계를 여행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시각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플라워는 풀러튼
교수의 제자들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3용으로
해서 일단 듣기 시작하고 나면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은 이 학 때로는 아름다운 꽃밭에서 개발했다.
생들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들은 기존의 틀에 이미 다른 꽃잎들과 접촉하기도
사로잡혀있어 신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반면, 여학생 하고, 때로는 쓰러진 송전탑 주위를 배회하게 되는 등 다양한 경치
들은 게임이라는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없다 보니 기존의 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용으로 만
형식이나 틀을 깨는 기획을 들어졌는데, 시적(詩的)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수 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합니다.

❶

❷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학생 프로젝트 게
임 클라우드는 www.thatcloudgame.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학생 작품으로 가장 호평을
받았던 작품은 클라우드
(Cloud)입니다(그림 ❶ ❷).
난치병에 걸려 매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소년이 자
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현실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게임
스토리의 출발점입니다. 처
음에는 주인공이 하얀 작은
조각구름의 형태로 혼자 하
늘에 떠 있지만 이내 비슷한
크기의 다른 구름 조각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하늘을 날
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계

예술로서 게임을 연구하고 게임 디자인을 가르치는 트레이시 풀러
튼 교수를 통해 우리 게임 산업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한국 게임 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
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선두
주자라고는 하나 리니지에서부터 아이온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한국산 온라인 게임의 소재는 한결같이 중세 유럽 판타지의 세계
에 기반한 것들로, 그 양식도 몬스터 퇴치 등의 임무 수행을 목적
으로 하는 RPG로 획일적인 느낌이다. 이윤 추구가 앞서다 보니
혁신을 시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한국 게임 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이윤과 무관한 환경 아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게
임화 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필자는
풀러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하였다.
트레이시 풀러튼의 최근 근황은 개인 홈페이지‘http://tracyfullerton.com’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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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신화를
미국에서도
StoryBlender, Inc 대표, 형용준 동문
1998년 싸이월드를 창업한 인터넷 벤처 1세대.
인터넷에 인맥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장본인.
이후에도 세이큐피드, 쿠쿠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벤처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돌아왔다.
성공을 이룬 곳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더 큰 무대로의 진출. 항상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경영공학 박사과정 졸업생
형용준 동문을 소개한다.

스스로를 창업형 인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창업밖에 할 수 있
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형용준 동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추진해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한국에
서의 지난날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그가 우리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새로운 도전, StoryBlender, Inc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이미 성숙기로 들어서서, 이미 굳혀진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창업이나 산업 혁신이 매우 힘든 환
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미국의 인터넷 산업은 안정세 속에
서 창업과 M&A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롱 테일(Long Tail) 문화와 거대 시장 속의 니치 마켓
(Niche Market)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StoryBlender, Inc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회사‘이인프라 네트웍스’
가모
회사가 되도록 한 구조이다. 2007년 말 미국 최대 벤처 행사에
선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후 미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해 우여곡
절을 겪은 후, 작년 말에 어렵게 국내 주주들과 함께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작업하며 미국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봄 시즌에, 제대로 된 미국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에
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프로젝트 명은‘hollywood 2.0’
으
로, 할리우드 영화 혹은 여러 나라의 영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스크립트와 배우들의 롱 테일(Long Tail) 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준
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
이다.
아련한 싸이월드의 추억
싸이월드는 군복무 시절 고참이었던 정
영식 씨와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 부족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영식 씨가 도
맡아했고, 전산학과 후배인 이정은 양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다. 그
리고 자금이 부족했던 싸이월드 초기에 현재 네이버 커뮤니티 책
임자인 이람 씨를 힘들게 스카우트했다. 추석 연휴에 함께 등산을
하며 그녀를 삼고초려 끝에 합류시켰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이 때를 다시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한다. 어렵
고 힘들었지만 꿈이 있기에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30조 원 가치가 넘는 페이스북 초기 CTO를 만난다. CIT
졸업생으로 나이가 23세에 불과하다. 한국의 싸이월드가 페이스
북보다 먼저 시작했고, 네이버 지식인이 한국의 대표적이며 독창
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한다. 한국이 더 이상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에서 강자가 아니라고
들 하지만 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래서 우리 KAIST 학생들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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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학원생 때 부단한 창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한국은 법인 설립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법인
설립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아이폰, 페이스북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곳들을 타깃으로 한 간단한 창업을
당장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 학생일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
게 된다. 창업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싸
이월드, 페이스북 모두 학생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경제 위기에는 값싼 것을 모두 찾으므로 값싸게 팔 수 있는 상품이
나 서비스의 개발 혹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므로‘Viral’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더욱 몰두해
야 할 것이다. 경험이 없는 창업 초기 시절에는 우선은 투자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매출 위주의 사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혹시 투자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다 읽고 변
호사를 통해 조언을 충분히 받은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StoryBlender는?
온라인상에서 협업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신이
소유한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섞어(Blend)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UCC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초대 기능을
통해 UCC를 지인들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www.storyblender.com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 어려운 현실이지만,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길 계획이다. 개인적인 소망이나 계획이라면 틈나는 대로, 소외
된 사람, 소외된 계층, 소외된 민족, 소외된 인종, 소외된 어린이
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인생에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싶
다.
미국은 구세군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엄청난 양의 부가 무
기 제작은 물론이고 또한 동시에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천문학
적인 금액이 정말로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거친다면, 제3
세계 어린이 빈곤 등의 사회 문제는 상당 부분 퇴치할 수 있을 것
이라 본다.

형용준 동문 프로필
1998~1999
1999~2000
2000~2002
2002.9
2003~2005
2005
2008

피플스퀘어 대표이사
싸이월드 대표이사
세이큐피드 대표이사
(주)쿠쿠커뮤니케이션 공동대표이사 사장 - 기술담당
NHN 플랜훗 담당/수석
이인프라 네트웍스 창업, www.enfra.net, nplugs.com,
beedeo.com, beedeostream.com 등 런칭
StoryBlender, Inc 미국 법인 창업

이미 미국 스탠포드 등에서는‘Social Venture’영역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고, 비영리 법인에서 창의적으로 봉사 일을 하는 것들
이 인기가 높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다.

우리에게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형용준 동문의 소식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점점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다시금 꿈과 희망
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형용준 동문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기업가가 더욱
더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 KAIST 동문들의 눈부
신 활약을 그려보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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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 경영의 고수? 인생의 고수!
EMBA 2년을 돌아보며
김봉관 대표이사 _ (주)엔투비·EMBA 2009년 졸업

주말 MBA 졸업 증후군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과 휴일에는 공부해야 했던 힘든 2년이 지나갔습니
다. 졸업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요즘 주말에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없어 편
한 한편, 섭섭하기도 해서‘주말 MBA 졸업 증후군’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확은 지식
입학 전과 졸업 후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얻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첫째, 최고
급 품질의 지식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얻었습니다. 둘째, 훌륭한 브랜드의
학위도 땄습니다. 셋째, 끈끈한 동기생과 동문들도 얻었습니다. 보너스로 저희 회
사의 매출도 많이 향상되었는데 재학 기간 중에 약 2.2배가 늘어 작년에 7,600
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작년 말 2007학
번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1위는‘지식’
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투자를 통한 생존과 성장
저는 요즘 여러 사람들에게 KAIST EMBA에 가서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사람
마다 평가가 다소 다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고 개인적으로는 감동
적이었다고 감히 표현합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설비 투
자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설비 투자하듯이 계획을 세워 매년 자기
연봉의 10% 정도를 계속 투자해야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식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
러하다는 것을 EMBA와 함께 한 2년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미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 졸업 29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봉관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1973
1980
2003
2005
2009

부산 동래고 졸업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e-Business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IT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KAIST Executive MBA 졸업

경력
1979
1983
1993
2000
2001
2002~

현대종합상사(주) 입사
방글라데시 다카 지사 근무
현대종합상사(주) 일본동경법인 통합구매팀장
현대종합상사(주) 미래사업본부장(이사)
현대종합상사(주) 미래사업본부장
(주)엔투비 대표이사 사장

26

| 2009 Spring

지식의 중요성 vs. 풍화작용
20세기에도 한국 기업에서는 MBA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Management by Alcohol’
입니다. CEO 치고 술 약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MBA는 지식과 전략으로 무장된 경영의 마스터(Master)가 되어
야 하고 바로 KAIST EMBA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합당한 코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식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경영의 고수를 넘어 인생의 고수로
학교에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지식의 풍화 작용
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습득한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대단히 빠른 속
도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는 설도 있습
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실 적용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둘째, 잊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계속 공부해서 보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EMBA 과정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에서 즉시
적용해 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시 남의 것
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졸업 후에 또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MBA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MBA는 잘 아시다시피‘Master of
Business’
로 경영의 고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영의 핵심의 핵심을 파고들어
가보면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MBA 졸업생은 단순
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의 고수는 결국‘Master of Life’
, 또는‘Master
of Human Being’즉 인생과 인간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KAIST의 성공 = 졸업생의 성공
이제 모교가 된 KAIST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KAIST의 성공은 졸업생들의 성공
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높은 품질의 학생을 배출하는데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졸업생들이 직장과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 모교의 명성
을 드높여 학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어려운 내외 환경 속에
서도 KAIST 가족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KAIST 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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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나만의 + 를 찾아라
선배들이 말하는 취업 노하우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최악의 실업률, 여러모로 시장 상황은 취업
을 앞둔 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 비결을 통
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

α1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조철민 _ 2007 테크노MBA

+

α2
관심 분야에 집중하라
권혁률 _ 2007 테크노MBA
학부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한 후
IT 업체에서 근무했던 권혁률 선
배는 테크노MBA 졸업 후 산은
캐피탈에 취업해, 입학 전 목표
로 했던 경력 전환에 성공했다.
“저는 금융업으로의 경력 전환을
위해 주로 금융 관련 수업을 듣
고, FRM과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
는 등 금융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
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지식 습
득뿐만 아니라, 시티은행, 한국기술투자와 같은
금융권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나 업무 프로
세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 비슷한 지원자들 중에서 누 “인턴 경험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과연 내 적성에 맞는지, 또
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내가 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좋은 기회였습
해보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를 경험해 보고 나니 지원한 부서에서 어떠
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 한 일을 하는지, 타 경쟁사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인지, 왜 이 분야
다.”테크노MBA 졸업 후, 동양 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지, 다른 회사를 안가고 꼭 이 회사에 지
자산운용에 입사한 조철민 선배 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기
는 차별화를 강조한다.“학교에서 때문에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채용이
그는 1학년 때부터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세우라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
고 강조한다.
다. 남들과는 다른‘+ α
’
가 있어야
합니다.”
“막상 취업 시즌이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생각 이상으로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1학년 때부터 확실한
’
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자기만의‘+α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추어 수업 및 관련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1학년 때부터 어떤 분야, 어
선택해야 합니다.”
떤 회사,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라고 말
한다.“목표를 정했으면, 해당 분야에서 선호하는 인재 상에 맞추
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또한 취업 시즌이
되기 전부터 면접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틈틈이 면접 상황을 떠올리며,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작성해
보는 것이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준비를 할수록 면접
능력은 향상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다른 사람들과 비
교해보고, 첨삭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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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3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최희진 _ 2007 금융MBA

프랑스계 칼리온 은행에서 8년
간 근무했던 금융MBA 최희진
선배는 졸업 후 모건스탠리에 입
사했다. 그녀는 홍콩에서의 인턴
경험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공부
한 내용 등을 인정받아 최종 합격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취업 성공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말했다.
“금융전문대학원 입학 후에도 칼리온 은행에서 함
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
했습니다. 졸업 후 홍콩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는
데 결국 칼리온 은행의 홍콩 친구들의 도움으로 홍콩에서의 인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건스탠리 면접 때에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그녀
의 회계 부서 경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사람을 더 찾아보
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녀는 여름방학 계절 학기를 이용
해 중급회계 1, 2를 공부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다시 한 번 진행
된 인터뷰에서“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동안 중급
회계를 공부했다”
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결국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

α4
지원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라
한석호 _ 2007 경영공학석사
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한 경영공
학석사 한석호 선배는 자기가 들
어가려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이 취업성공의 열쇠라고 말했
다.“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이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고민했
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취업을 위해 가
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천편일률적인 사항들을 나열하
는 것보다는 채용 담당자들의 입장에서‘기업이 관심
있어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하는 것’
이 좋다고
말했다.“자기소개서는 지금부터 작성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경력개발센터의 이력서 클리닉(Resume
Clinic)을 통해 지속적인 첨삭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실전감각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 면접
이나 간담회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능한 한 면
것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학점 조금 더
접 경험을 많이 쌓을 것을 추천합니다.”
잘 받겠다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지 모를 동기
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행위입니다. 물론
인맥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취업의 노하우는 1학년 때부터 구
그녀는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것이다. 자격증을 따
MBA 학생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 도 좋고, 인턴 경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취업 시장에서
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만의 +α찾기,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밀려드는 과제 때문에 부담스러워 참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학 부터 시작하자!
교에서 제공하는 특강이나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길 권합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에 더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
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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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난 3월 3일 석사 세미나 수업의 주제는‘창조적 글로벌 리더가 되는 법’
이었다. 강연자로 초청된 조벽
교수는 글로벌 리더의 첫 걸음은‘공부를 즐기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시대이며 공부를 하려면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1세기
를 살아가는 KAIST 경영대학인들은 평생 공부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KAIST 경영대학의 가치 있는 발걸음,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에서는 평생교육 시대에 발맞추어 정규 강의 평생 무료 수강, 온라인 지식 서비스 강화, 세
미나 및 포럼 지원을 골자로 한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평생교육
의 기회를 제공해 동문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동문과 학교와의 발전적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개인과 조직을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위기의 시대를 맞아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동문들의 학습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최원석 동문(테크노MBA 06)은“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 이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너
무나 빨라졌고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남북관계, 수출입 환경 등 변동성도 급격하게 확대되어 몇 분기 앞
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기업인,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더 경쟁력 있는 능력들을 요구
한다”
며 끊임없는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KAIST 경영대학이 지원하는 동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동문 및 재학생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MBA 졸업생들은 최
신 현업 트렌드를, 재학생들은 최신 학술 트렌드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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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강의 평생 무료 수강
경영대학에서는 학위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과목을 평생
동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실 문을 개방했다. 졸업생들은
본인의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 한 학기에 두 과목씩(추후 확대 예
정) 수업을 신청해 들을 수 있다. 숙명여대가 졸업생들에게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학사 후 과정’개설 방침
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국내 대학이 평생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2009학년 봄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금·토 주말 학위 과정인 Executive MBA에서는 이미 겨울 학기
부터 적용되어 14명의 동문이 재학생 24명과 함께 김영걸 교수의
‘고객관계관리(CRM)’수업에 참여했다.
(주)엔투비 김봉관 대표이사(EMBA 4기 동문)는“지식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지식은 휘발성이 강해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 연마의 기회를 제공
할 것”
이라며“부모가 자식을 평생 돌봐주는 것과 같이 KAIST의
이러한 지원제도는 지식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
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학교를 다시 찾
은 동문들은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비즈니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반가움을 표시하며 지식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석 동문(테크노MBA 06)은“재학 2년간 평소 관심 있던 과목
들 위주로 수강을 하다 보니 실무에 들어와서는 또 실무와 관련한
지식 습득의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평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영리 경영, 중국
투자법규, 전자상거래와 e-비지니스 등 재학 중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과목(테크노MBA전공 과목)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동
문 평생 계정(portal_id@business.kaist.edu)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이 계정을 통해 개강 4주 전부터 수강 안내를 받고 신
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전공 이외의 타 전공 교과목
을 수강하거나 학점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강 제도를 활용해
수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보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
고 경험해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지식 서비스 강화
한편 학교에서는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사
과정 및 교수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온라인 지식 서비스를 강화했
다. 원문(PDF) 다운로드 서비스 도입, 독자 의견 교환 공간 제공,
동문 홈페이지 접근 경로 제공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최신 연구
성과와 연구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문 홈페이지를
개편해 동문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온라인 지식 서비스, 독자 의견
교환 공간 제공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할 예정
이다.

세미나 및 포럼 지원
아울러 앞으로는 학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이 동
문 평생 계정, 경영대학 소식지(e-Newsletter),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안내된다. 세미나·
포럼 참가비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졸업 전공과 수강 교과목

M.S./Ph.D.

MBA

EMBA

졸업 전공(학과)

수강 가능 전공(학과)

경영공학
경영 관련 학과

경영공학

기술경영전공
테크노경영전공
환경경영/정책전공
IMBA

테크노경영전공
IMBA

금융공학전공
금융전공

금융전공

경영정보전공
통신경영/정책전공
텔레콤경영전공
정보미디어경영전공

정보미디어경영전공

EMBA

EMBA

더 큰 가치 창출을 위해 바라는 점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설이 KAIST 경영대학 동문들에게
희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몇 가지
보완도 필요할 듯하다. 졸업생들은 주간 시간 활용이 쉽지 않기 때
문에 신규 개설 강의나 현업에 보다 밀접한 실무적인 강의인 경우
조금은 늦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하면 참여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최원석 동문은“이번 학기에 관심 있는 과목이 있었으나 근무 시간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졸업생들
을 대상으로 개설 강의 수요 조사도 실시해 동문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를 제공해 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며 프로그램의 더 큰
발전을 기대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학교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
다. 공부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나를 반겨줄 모교가 있다는 것.
KAIST 경영대학인의 큰 기쁨이 아닐까? 동문을 배려하고 지원하
는 학교의 진취적인 노력과 배움에 대한 KAIST 경영대학인들의
열정이 시너지를 일으키길 기대해본다. 동문 평생교육 지원 프로
그램은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하는 KAIST인들에게 주는 학교의 큰
선물이다.

김영수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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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길을 알려준 소중한 인연
KAIST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관련 전공 및 산업, 진로 등을 고려해 서로 간의 인맥을 구축하는 제도이
다. 이를 통해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학교의 새로운 정보와 경영학 트렌드를 제공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의 진로 설정에 있어 든든한 버
팀목이 되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MBA 학생들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달리, 학부를 졸업한
후 현업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회인 신분이다. 직장인으로서의 안
정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진로
를 다시 고민하고, 보다 나은 진로 설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
리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입학 목
표가 되는 진로 설정에 있어,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동종 업계의 선배를 만나 향후 진로 방향뿐 아니라 인생 선배로
서의 자문까지 구할 수 있다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처럼 KAIST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
한 제도이다.
멘토와 멘티는 학기 초에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팀이 결성된
후, 1년 동안 정식으로 멘토-멘티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학
기 말에 1년 동안 진행한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 1년의 과정
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회생활로 바쁜
멘토와 학교생활로 힘든 멘티 모두에게 매우 짧은 기간임에 분명
하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멘토멘티가 1회 이상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었
다. 특히 가장 우수한 팀은 총 4회의 만남을 가져‘최우수 멘토멘티’
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KAIST 경영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새롭
게 개선되어‘Together!’
라는 모토 아래 경력개발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직무, 성향 및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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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고, 멘토-멘티 모두에게 상호 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대일 멘토링이 아닌 그룹 멘토
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멘토
링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특히 앞으로는 킥오프 미팅을 정기적인 모임이 되도록 학교 측에
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름학가(6~8월) 동안 직
무별 소그룹 미팅, 9월 잡페어 CNN 행사 등을 통한 만남의 자리
이외에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동문, 기업 인사 담당자 등을 초빙
해 더욱 다양한 만남을 이어감으로써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 멘토링 프로그램 일정
일시

내용

시간 및 장소

4.17

Kick-off 미팅

7시@아트리움

수시

개별 그룹 및 멘토링

온/오프라인

여름학기

직무별 소그룹 미팅

자유

9.18

Final 미팅

Job Fair/ Corporate
Networking Night (CNN)

다음은‘최우수 멘토-멘티’
에 선정된 김현준 동문(멘티)과 이중수,
황의현 학생(멘토)의 보고서 일부이다.

2008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최우수 멘토-멘티 그룹에게
부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었다.

2008학년도 최우수 멘토-멘티 보고서

▼

멘토 : 김현준 _ 1999 테크노MBA
멘티 : 이중수 _ 2008 IMBA 황의현 _ 2008 테크노MBA
입학 초기에, 익숙한 직장을 떠나와 맞닥뜨리는 학교생활의 낯
설음, 직장인에서 학생 신분에로의 적응, 그리고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지는 과제 등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입학 후 현실적인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MBA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진로(Career Path)에 대해 더 많은 고
민을 해야 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생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지, 앞으로 나 자
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고, 단
순한 열정과 패기 이상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준
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차에, 학교로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당시 새내기인 우리(이중수,
황의현)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싶어 멘티로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
램의 첫 만남은 시작
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
해 비록 짧긴 하지만

많이 배우고,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학창시절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의 만남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깨
달음을 주고,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더불어 세밀
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김현준 선배님과 선배님의 동
기인 변숙은, 이종섭 선배님께 학교 후배이자 인생의 후배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마케팅
실에 감사드리며,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던 정
나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멘
토링 프로그램은 KAIST MBA에서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 후회 없는 MBA 생활에 방향을 잡아
준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KAIST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무궁한 발전
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에 우리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을
위한 멋진 멘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함께 합니다.

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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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Oh My Club
Marketing Insight Navigator
2008년 봄,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 테크노MBA 학생들이 자주
모여 마케팅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바로 M.I.N의 모
태가 되었다. 학생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이
야기를 하다 보니, 정기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지식들과 각자의 실
무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가을부터 비공식이지만 M.I.N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 학기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2009년 봄 학기부터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KAIST 경영대학의
공식적인 마케팅 동아리로 거듭났다.

진정한 마케터를 꿈꾼다
마케팅 동아리 M.I.N
지난해까지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은‘기업 분석 동아리
도 있고 전략 동아리도 있는데, 왜 마케팅 동아리는 없을
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그
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기 힘들 것 같다. 2009년을
시작으로 웅크리고 있던 날개를 활짝 펼칠, 활기차고 열의
가 가득한 마케팅 동아리‘M.I.N’
을 소개한다.

동아리 명칭인 M.I.N은 무슨 의미일까? M.I.N의 대표를 맡고 있
는 2008 테크노MBA 이주행 학우는 M.I.N이란“Marketing
Insight Navigator의 약자로,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읽어
내는 시각을 가지고 R&D부터 판매 후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각 부분을 리드하는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진정한 마케터가 되자는 의미”
라고 답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
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상품을 잘 꾸며서 속임수처럼 파는 것이라
는 잘못된 인식을 접할 때마다 많이 아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M.I.N은 어떤 활동을 할까? 봄 학기에는 지난 2월 23
일 첫 세션을 시작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총 7회에 걸친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세션은 2시간 반 정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본
격적인 팀 발표에 앞서 첫 30분은 5분 스피치를 통해 최신 마케
팅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후 나머지 2시간 동안 세
팀이 특정 사례에 대한 마케팅 전략 도출이나 서적의 내용을 토대
로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나
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지식의 한계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마케팅에 열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
M.I.N은 2월에 2009년 신입 회원을 모집했다. 면접을 통한
‘Cut-off’방식이 아니라, 우선 설명회와 함께 자기소개를 비롯한
간단한 지원 절차를 가졌다. 그리고‘Private Meeting’
이라 불리
는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목표, 동아리 지원 이유, M.I.N
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동아
리와 개인의 비전을 맞추어 보는 절차를 거쳐 탈락자 없이 지원자
10명을 선발했다. 비록 공식적인 2009년 동아리 신입 회원 모
집은 끝났지만, 마케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만든
동아리인 만큼 마케팅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공과
경력에 상관없이 언제나 환영이다. 참고로 이번 2009년 신입 회
원을 포함해 현재 M.I.N의 회원은 테크노MBA 15명, 경영공학
1명으로 총 16명이다.

류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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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Information Sharing

Exchange Program
Information Sharing

Peking Univ. | China

Ceram Business School | France

교수진은 대부분 개혁 개방 이래 중국 경제정책
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들이라 향후 중국의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
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프랑스 Nice 근교 Shopia
Antipolis라는 연구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Ceram은 관광학 분야에서 프랑스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ourism에 관심이 많으신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구광회 _ 2008 테크노MBA

이정환 _ 2008 테크노MBA

HEC Lausanne | Switzerland

Tsinghua Univ. | China
북경대나 칭화대는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학교
규모도 크고 인적 자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적이라고 하기엔 아직 무리가 많을 것입니
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
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성우 _ 2008 테크노MBA

NTU | Taiwan
실내·실외 수영장, 농구장, 탁구장, 스쿼시룸
등 종합 체육관, 도보로 이동하기 힘들 정도의
캠퍼스! 다양한 먹거리 문화. 대만에서의 너무나
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지희 _ 2008 테크노MBA

St. Gallen Univ. | Switzerland
전 과정 전담 책임자 제도로 체계적인 과정 관
리. 주거 및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전 연락과
문서 제공 등 프로그램의 짜임새와 관리가 매우
훌륭하지만 문서로 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
지 않을 경우, 본인이 패널티를 지불하는 등 엄
격합니다. 스위스의 높은 물가 또한 부담 요인입
니다.
박은경 _ 2008 테크노MBA

Indian School of Business | India
ISB는 인도 안에 있지만 인도가 아닙니다. 학교
안에만 있으면‘여기가 인도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ISB는 세계 15위의 Business School
이며, ISB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린 인도 학생들
의 꿈입니다. 그런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었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선 _ 2008 테크노MBA

HEC Lausanne의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하는 편이고, 우리가 듣는 Master과정의 수업은
90%이상 영어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
함은 없습니다. 흔히 제네바 호수로 알려진 레만
호와 눈 덮인 알프스가 코앞에 펼쳐져있는 캠퍼
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내에도 맑은 시냇물
이 흐르고, 양떼들이 있어 매일 소풍가는 기분으
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주엽 _ 2008 테크노MBA

Univ. of Washington | U.S.A.
Professors encourage students to take part
in discussion. Staffs are really full of service
mind. This is really an impressive
experience from the UW.
조영훈 _ 2008 테크노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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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ZONE _ NEWS
KAIST 경영대학, EQUIS 유럽 경영교육 인증 착수
KAIST 경영대학은 국제화 사업
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
해 AACSB에 이어 EQUIS 인증
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 경영교육 인
증(AACSB-international) 취득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로
‘Fifth Year Maintenance
Report’제출 및 심사단 방문을
마치고, 2008년 12월 AACSB
재인증을 취득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19일에는 유럽 경영교육 인증 EQUIS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심사단이 본교에 방
문해 EQUIS 인증을 위한 1차 방문을 마쳤다.

등 모두 네 곳의 대학으로부터 임용 제의를 받았으며 교수진 등
각종 연구 수준이 가장 높은 홍콩 이공대를 최종 선택해 오는 9
월부터 강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본교 출신 동문이 해외 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2001년
졸업한 이재남 동문을 비롯해 총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순수 국
내파 인재들이다.
KAIST 경영대학 해외 교수임용 현황
이재남 박사 경영정보시스템(2001 졸), 홍콩 시립대학교
박기우 박사 경영정보시스템(2001 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김희웅 박사 경영정보시스템(2002 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최병구 박사 경영정보시스템(2002 졸), University of Sydney
안형준 박사

경영정보시스템(2004 졸), Univ. of Waikato, New
Zealand

최보배 박사 금융/재무(2009 졸), Univ. of Newcastle, Australia
이두원 박사 금융/재무(2009 졸), Univ. of Newcastle, Australia
강병욱 박사 금융/재무(2009 졸), Hong Kong Polytechnic Univ.

EQUIS 인증은 KAIST 경영대학 국제적 수준의 경영교육 기관으
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 MBA 입학생 프로필
배종태 교수, 2009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IBK학술상 최우수논문상 수상

2009학년도 MBA 모집에 약 840명이 지원한 가운데 총 257
명이 최종 입학하였다. 이번 신입생들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배종태 교수(기술 및 벤처
경영 연구실)와 김중현 학생(경영공학 박사과
정)이 2009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
회에서 IBK학술상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
다.

MBA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기업은행(IBK)과 공동 제정한 학술상으로,
이번에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상 논문은 한국중소기
업학회 학회지인 <중소기업연구>에 (제29권, 제4호, 2007년
12월) 배종태/김중현 공저로 <대·중소기업 신제품개발 협력과
정과 상생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다.

출신학과

강병욱 박사, 홍콩 이공대 교수로 임용

직급별

지난 2월 경영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강병욱(28, 경영공학
(Finance), 지도 교수: 김동석) 박사가 홍콩 이공대(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국제금융 등 재
무 분야 강의를 하게 되었다. 홍콩 이공대는 UTD (University
of Texas, Dallas)에서 발표하는‘Top 100 Business School
Research Ranking’
에서 세계 66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호주,
뉴질랜드 포함)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경영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이다.
강병욱 박사는 KAIST 생명화학공학과를 졸
업하고,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토종
인재로 한국의 지식 수준이 세계 수준에 이르
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분야의 세
계 4대 학술지인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JFQA)에 논문을 발
표하면서 취업을 준비한 강병욱 박사는 스위스, 뉴질랜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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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평균 33세

25~30세
25%

30~35세
44%

직장경력 0년 ~2년
평균 6년

2~5년
34%

5% 12%

35~40세
20%
5~10년
32%

이공계열
41%

경상계열
38%

40세~
10%
10년~
17%

인문사회계열
22%

Executive MBA
연령

36~40세
51%

평균 41세

직장경력

41~45세
34%

10~15년
74%

평균 15년
CEO
14%

임원
14%

부장
29%

46~50세 51세~
12% 3%
15~20년 20~25년
17%
9%

차장
26%

과장
17%

신년 교례회 개최
지난 1월 17일 KAIST 서울캠퍼
스에서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각
자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 대학은 물론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
로로 구자섭 한국에스엠티(주) 대
표, 문송천 KAIST 경영대학 교
수, 장만채 순천대학교 총장 등 3
명이 올해의 동문으로 선정되었
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KAIST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
로로 탤런트 한은정과 가수 김장훈이 명예 동문으로 선정되었다.

NEWS ZONE _ NEWS
2009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 축하 행사
지난 2월 28일 2008학년도 8월 및 2009학년도 2월 졸업생
을 대상으로 하는 2009 경영대
학 졸업 축하 행사가 서울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배출한 졸업생은 경영공학 학사 7
명, 석사 32명, 박사 14명, 그리
고 MBA 247명 등 모두 300명
으로 이날의 졸업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KAIST 경영대학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멋진 인재
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현오석 교수, 신임 KDI 원장에 선임
테크노경영대학원 현오석 교수가 3월 23일
부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선임
되었다. 충북 청주 출신인 현오석 교수는 경
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펜실베
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14회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세무대
학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2010학년도 MBA 입학설명회
2010학년도 MBA 학생모집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EMBA 입학설명회
일시 2009.5.14(목) 11:00~13:00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 2층

유진룡 교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 미래의 행복을 디자인
한다> 출간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유진룡 교수가 25인의 공저자들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 미래의 행복을
디자인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현장에
서 종사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25인이 집
필한 책으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조의 틀을 개선하려는 시도와 함께‘행복
찾기’
를 위한 새로운 문화 운동의 도구로써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
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르별, 산업별 분절적인 시각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엔터테인먼
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2009 신입생 환영 및 봄맞이 음악회
지난 4월 9일 2009년 신입생 환영 및 봄맞이 음악회가 개최되
었다. SUPEX 경영관 Atrium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세종국
악관현악단의 퓨전국악 한마당이 진행되었다.
많은 학생들의 열기로 인하여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
으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관현악의 공연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우리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
리였다.

대상 EMBA 입학관심자 및 기업 교육담당자
내용 KAIST EMBA 소개(11:00~12:00)
Q&A 및 오찬(12:00~13:00)
문의 EMBA 전공사무실
변혜경(byonhk@business.kaist.ac.kr / 02-958-3228)

과정별 입학희망자와의 Coffee Time
금융MBA
일시 2009.5.9(토) 14:00
장소 KAIST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최종현홀
문의 금융MBA 전공사무실
문현경(hkmun@business.kaist.ac.kr / 02-958-3121)
이지수(ejisoo1@business.kaist.ac.kr / 02-958-3167)
천성혜(shchun@business.kaist.ac.kr / 02-958-3122)

테크노MBA
일시 2009.5.30(토) 14:00
장소 KAIST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최종현 B홀
문의 테크노MBA 전공사무실
손길영(gyson@business.kaist.ac.kr / 02-958-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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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의 동고동락, Executive MBA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지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주에서 EMBA 오리엔테이
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게임, HBS 사례 연구
등 홍릉캠퍼스에서 본격적
으로 시작될 경영학과의 동
고동락을 경험한 시간이었
으며, 경영자에게 꼭 필요
한 따뜻한 감성을 위한 시
간도 마련되었다. 김영갑
갤러리‘두모악’
을 방문해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가
20년의 열정을 바쳐 카메라에 담고자 했던 제주의 새로운 매력
을 발견하기도 했다. 잔잔하면서도 진한 감동은 이진용 미술작가
의 특강“오래된 가치의 새로운 발견”
으로 이어졌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지니어스 로사이’
에서는 개개인의
마음에 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건축가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고 제주만의 공간‘오름 트래킹’
을 통해 두고 온 업무와 오
랜만에 돌아온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을 모두 지워버렸다.
매일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앞으로 2년의 시간을 함께 할 열정
은 2월 6일 입학식으로 이어졌다. 걱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
음이, 부딪혀 성장하겠다는 열정이 훨씬 큰 EMBA 2009학번만
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변화와 기회의 서곡, AIM 30기 입학식 및 일본경영연수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
략과 방법을 제시할 AIM 30기 교육과정이 지난 3월 5일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입학식 특강에서 안병훈 부총장은‘경제 위기
와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
을 주제로“위기를 주요 이해 관계
자들 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호기로 전환하자”
고 역설했다.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진 일본경영연수는 일본 경제산업
성(METI) 타카하마(Takahama) 과장보좌가 발표한‘일본의 그
린 IT 이니셔티브’강연을
시작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를 위한 자원 재활용 및 친
환경 기술을 접할 수 있는
파나소닉센터와 미래형 환
경주택 제로에미션하우스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
자들이 학교를 다시 찾은 것은 단기적인 생존전략이 아닌 미래의
경쟁우위를 위해서일 것이다. AIM 30기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Convergence Mega Trend와 전략 방향, ATM 13기 입학식
지난 3월 9일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이 13기를 시작
했다. 첫 강의인 SK브로드밴드 조신 대표의 특강에서는 컨버전
스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통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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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강의는 과정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
했다.
과정생과 함께 오랜만에 학
교를 찾은 배우자들은
Executive Education
Director 배보경 교수의
“경영과 변화 그리고 예술”강의를 통해 다소 생소하면서도 새로
운‘경영’
과‘예술’
의 만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 첫 날을 마음껏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신상훈 방송
작가의 특강“유머로 유혹하라!”
처럼 앞으로 ATM 13기가 만들
어나갈 유쾌한 시간이 더욱 기다려진다.
경영자과정 동문 소식
[ 인사 ] 09.1.7~4.1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Executive MBA
네오플럭스 홍지표 컨설팅사업부 이사(2008학번)
노보 노디스크제약 이소라 Medical & Biz Develop. 상무(2006학번)
삼성모바일 김현숙 디스플레이 개발팀 수석(2009학번)
삼성인력개발원 제현웅 Assessment Center 부장(2006학번)
삼성전자 이재성 인사팀 부장(2008학번)
유병래 인사그룹 차장(2009학번)
홍경선 홍보팀 차장(2008학번)
삼성카드 김일훈 CRM운영팀 차장(2009학번)
CJ 오재석 운영1팀 차장(2009학번)
LG 디스플레이 이경태 Module 기획팀 부장(2009학번)
이민형 전략2팀 팀장/차장(2009학번)
KT&G 권순택 중국사무소 소장(2006학번)
이광동 중국주재원 과장(2007학번)

최고경영자과정(AIM)
실크로드시앤티 차철용 대표이사 부사장(28기)
코오롱건설 김종근 대표이사 사장(14기)
큐알티 반도체 김영부 대표이사(23기)
한국버추얼페이먼트 이문재 대표이사 사장(26기)
한독약품 김철준 대표이사 사장(25기)
현대자산운용 강연재 대표이사 부사장(19기)
CJ 푸드빌 김흥연 부사장(26기)
김용찬 장근석 유춘호 법률사무소 김용찬 대표 변호사(29기)
법무법인 바른 조현일 변호사(28기)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서울통신기술 김정묵 전무(9기)

최고컨설턴트과정(AIC)
굿어스 신종근 DB사업팀 이사(10기)
마콜 손영주 IMC 2팀 이사(11기)
SK E&S 김성진 P-Project 기술팀 상무(12기)

[ 수상 ]
피플웍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0주년 유공자부문 대통령상 수상(09.2)
우준환 대표이사 사장(EMBA 2009학번, ATM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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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자

발전기금 기탁 소식

동문 서비스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AIST
Alumni Reunion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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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주)코람코자산신탁 회장, KAIST 경영대학 교수
양우생 KTF 차장 (테크노MBA 03)
강철구 CJ 홈쇼핑 팀장 (MIS MBA 03)

단체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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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하례회 (참가비는 전액 졸업 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강희원, 고정석, 구자섭, 김상훈, 김성희, 김영걸, 김윤종,
김택호, 남보우, 문송천, 박치경, 변석준, 서병주, 이경전,
이길헌, 이병태, 이상원, 이승규, 이춘선, 임성학, 임윤철,
임한준, 정해봉, 최광선, 하태형, 한인구, 허은영, 현오석
AIM 29기
김 강, 김경화, 김명득, 김용순, 김용찬, 김웅규, 김현익,
김희준, 류재열, 박원섭, 배춘규, 배홍찬, 송기형, 신종운,
심재윤, 염경택, 이윤종, 이정규, 이좌근, 이주원, 이현진,
장여천, 전상현, 전시문, 정호영, 최장근
ATM 12기
고재상, 고형남, 곽병원, 김갑연, 김경수, 김선봉, 김재수,
남봉희, 문시언, 이상엽, 이성중, 이영일, 이의택, 이정섭,
이준섭, 이 철, 조명래, 조택일, 주상돈, 진교문, 최동열,
최형일, 황기봉, 황정환
EMBA 4기
강병학, 김명한, 김봉관, 김진봉, 김현철, 노정란, 노중호,
박남영, 박승국, 박진호, 방선홍, 백종현, 성미정, 안세화,
오승철, 원흥재, 윤재춘, 이광동, 이명훈, 이병윤, 이정훈,
정민혁, 정순집, 조의섭, 주 현, 진문구, 채미정, 한용주,
홍성일, 황보용
테크노MBA 4기
추규정, 김형근, 임효만, 김태중

기업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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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그룹, 한국산업은행

2009 경영대학 Alumni Reunion Weekend
KAIST 경영대학 동문행사가 올해부터 새로워집니다.
“Lifelong Learning, Professional Networking, Family
Activities”
를 모토로 봄 홈커밍데이, 가을 홍릉단풍길 걷기 등
연 2회 실시하던 동문 행사를 연 1회 <KAIST Alumni
Reunion Weekend(가칭)>로 개최합니다.
오전에는 명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찬 이후 가족과 함
께 홍릉 단풍 길을 걸으며 가을 단풍을 만끽하는 심신단련의 날
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새로워지는 동문 행사는 온라인 UCC 콘
테스트, 동문 행사 이름 공모, 강사·강의 추천 등 다양한 이벤
트 진행을 통해 동문 참여의 문을 활짝 개방하고, 동문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행사로, 동문들의 아이디어로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갈 예정입니다.
랩별 홈커밍데이 행사는 5월 15일(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되며, 추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KAIST Alumni Reunion Weekend(가칭)는 11월 7일 진행
예정(추후 날짜 변경 가능)입니다.
원활한 동문 행사 준비를 위해 동문회비(연 3만원, 종신회비
20만원)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행사 후원금도
환영합니다.
동문회비 입금 계좌
기업은행 498-008611-01-017 (예금주: KAIST 동문회)

모든 동문 관련 소식은 E-mail로 안내되오니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발전기금 관련 문의
정나래 (nrjung@business.kaist.ac.kr / 02-95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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