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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ver: Globalization
세계화는 21세기 생존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화두입
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서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세계
의 환경이, 세계의 민주주의가, 그리하여 세계의 미
래가 마침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가 끊임없이, 인류의 번영을 이끌어나갈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는 까닭입니다.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세계의
경영 환경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
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MBA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 유수의 MBA들과 복수 학위제
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AIST
경영대학, 세계로 뻗어가는 KAIST의 인재들의 활약
이 더욱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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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이라는 것이 있다.
1968년에 로버트 머턴(Robert Merton)이 그의 저서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에서 소개한 것이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
렇게 된다, 된다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반 토막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다. 반 토막이 날 때까지 매입자는 기다릴 것이고, 반 토막이 나기 전
에 팔고자 하는 매출자는 늘어날 것이기에 결국 부동산 가격은 반 토
막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신뢰의 위기, 누가 되돌리나?

안병훈 교수 _ KAIST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머턴도 금융 기관, 즉 은행의 환매 사태를 예로 들었다. 누가 소문을
내었건, 우연의 일치이건 어느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평
소보다 많이 모이게 되었다. 혹시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금자들 간에는 소문이 나고, 더 많은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하게 되
고, 지급 준비금도 동이 나게 되고, 결국 그 은행은 대량 인출 사태를
감당치 못하게 되었고,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실현된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그로 인한 투자 은행들의 몰락 과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행태, 100%를 넘어서는 주택 담보율, 부
동산 가격은 항상 오를 것으로 가정했다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다시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
의는 결국 화폐라는 종이쪽지를 믿고 거래하는 신뢰와 약속의 산물이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위 세계화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구조 아래에서
금융, 경제, 시장 등이 서로 서로 엉켜있다 보니, 어느 한 나라의 문
제가 전 세계의 문제로 번져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잘
될 때는 모두 같이 잘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함께 물귀신이 되
는 구조가 된 것이다.
또한 신뢰의 붕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증가하는 불확실성은 다시 경제 주체 간의 신뢰를 더 악화시킨다. 즉,
악순환의 증폭 과정이 계속된다. 자생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무언가 외생적인 힘에 의해 돌이켜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악순환 고리를 끊거나 돌이키려
는 힘과 세력보다도 이를 역으로 증폭시키는 주체들이 더 많은 것 같
다. 막강했던 글로벌 투자 은행들, 각종 유동화 금융 상품과 파생 상
품들도 경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각종 매체들과 유사 전문가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경제 위기다, 디
플레가 온다, 버블 붕괴 중이다, 부동산 시장은 곤두박질 중이다, 이
제 시작일 뿐이다”등 온갖 잿빛 헤드라인들과 유사 전문가들의 과감
한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잘 될 것도 잘 못 될
가능성이 커진다. GDP 성장률의 전망도 매일 중계 방송하듯이‘4%’
,
‘3%’
,‘2%’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등 온
국민의 눈과 귀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니 이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고, 소비할 배짱이 있겠는가? 결국 이로 인해 GDP는 더욱 낮
아지고, 여기에도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
에 틀림이 없지만,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것이“자기실현적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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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귀착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성 있는 전문가들도 근
거와 논리를 갖고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 논리로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 또는 분석적 논리보다도
정치적 논리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 어찌 보
면, 정치 지도자들이야말로“근거 없이도”희망을 심어 주는 역설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은 국가 지도자들 아
니었는가? 미국의 오바마가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것은 경제 전문가
로서가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한국인들은 촛불的, 월드컵的 단합의 저력을 갖고 있
다. 필요하면 금붙이도 모두 들고 나오는 한국인들이다. 정치 지도자
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목마른 때이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여의
도 선량들도“근거가 부족하더라도”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10년 전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 과감
한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생각하기 어
려웠던 과감한 정부 보증 및 유동성 공급과 지분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들도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나
라에만 있는 줄 알았던“대마불사론”
이 글로벌 추세가 되어 가고 있
다. 앞으로 정부, 국가 소유의 기업들이 대거 나타나고, 다시 공기업
의 효율성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정부가 제시
하는 대책들을 믿기는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이다. 정
부를 믿지 못하면, 수많은 정부의 대책들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기
준금리를 낮추어도 시중금리는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 신뢰가 없으
면, 정부가 아무리 호소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다. 유동성을
풀어 주어도 자금이 시장에서 돌지 않는다. 오죽하면 독일 정부는 소
비 진작을 위해 현금을 풀지 않고, 개인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하고, 이
상품권 사용 때에는 일정액의 본인 현금도 사용토록 강요했을까? 현금
을 주면 저축을 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신뢰도 구
축이 가장 필요한 첫 단추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신의 노력과 계
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신뢰의 경제학(Economics of Trust)”
을 좀 더 연구하고
교육해야 할 것 같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CSR)이나 사회 책임 투자 등도 결국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중장
기적 관계와 상호 신뢰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 및 상호 인간적 신뢰를
중시했던 아시아적 가치를 반영하는“아시아적 경영 패러다임”
도 재조
명해야 할 시기와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영대학의 교육
과 연구에서도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한걸음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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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窓

Strategic Business Alliance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리더십
김효준 대표이사 _ BMW Group Korea

일에 파악할 수 있다. 그 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일본·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 간접 시설을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불투
명한 시장질서와 불예측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반목적이고
대결적인 노동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부분적 개방의
정부 정책이나 비친화적인 기업 환경, 폐쇄적 문화와 북한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한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불
어 주변 국가의 경쟁력 향상도 한국의 리더십을 시험받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세계 기업 경영의 최근 화두를 두 가지로 축약해 보면 글로벌라이제
이션(Globalization)과 전략적 사업 제휴(Strategic Business
Alliance)다. 어느 산업,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특정 기업이 만들어내
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한된 시장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동질화되어 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같은 효용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못
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격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사업 제휴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동종 업종 간
에는 이미 많은 전략적 제휴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업 영역을 넘나들며 이종 업종 간에도 활발한 제휴가 확산되고 있
다. 많은 글로벌 CEO들이 미래는 결국 네트워크의 싸움이 될 것이라
고 단언한다. 어느 네트워크에서 어떤 힘을 구사할 수 있는가가 미래
기업 또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은 한국·한국인이 단기적 성과 달성에 장점
이 있고 추진력과 적응력, 결집력이 뛰어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반
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여성 기업의 비활성화에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과도한 물질만능주의에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인 기업 가
치관도 언급이 된다. 또한 집단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
나친 경쟁-1등 주의를 염려하기도 한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중
국·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장
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빠르다고 한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면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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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세계화적 리더십은 지역적 접근 방법을 넘어 국가 간의 차이
를 극복하고 다른 문화수용에 도전적인 자세와 탐험가적 자세를 요구
한다. 삶에 대한 균형 감각과 인성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변
화에 따른 기회 창출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즉 글로벌 리더십의 요체는 외부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과 자세를 기본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오랜 시간 농경 산업을 주요 산업의 근간으
로 해왔던 한국은 상대적으로 집합주의적인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
명령 체계, 인정주의적 시장질서가 오랜 시간 우리를 지배해 온 정신
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덕목
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개인주의와 기회의 형평주의, 효율성을 앞세운
합리주의라 할 수 있다.
Global Leadership 1 ▶ 창조적 사고
오랜 시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존경 받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리더에게는 5가지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다. 우선 글로벌 리더는 창조
적이다. 시대에 따라 사고와 행동의 메커니즘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과거 발견의 시대, 발명의 시대와는 다른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지금은 창조적 관계의 시대이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
계,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 소비자와 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
계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이다. 즉,
오랜 세월 생산중심 경영이나 판매중심 경영을 거쳐 이제는 인간·고
객 중심 경영을 축으로 하는 창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시장 경쟁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창조는 작은 관심과 관찰, 상상
에서 시작된다. 창의적 능력은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유발하며
미래 예측력을 키워준다.
Global Leadership 2 ▶ 투명하고 윤리적인 수익창출
기업의 목표, 기업의 선은 지속적 가치를 창출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부가 되었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문화 코드의 창출이 되

Globalization
었건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 사회에 뿌려주는 역할이 기업의 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객관적이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아
무 의미가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업다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윤리 문제를 이
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글로벌 역량의 함양 관점에서 지켜나가
야 한다. 윤리적 리더십으로 윤리 경영 제도를 확립하고 윤리적 종업
원 관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토대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실천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통합한 높은 신뢰 사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Global Leadership 3 ▶ 언약적 관계(Covenantal Relationship)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차별화된 철학이나 가
치를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얼마나 가감 없이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속해 있는 종업원이나 협력 업체들
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확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직원이 공유
하고 기업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가는 관계는 언
약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계약적 관계가 아닌 뜻을 함께 하는
언약적 관계 위에 세워진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성실성
과 신뢰구축의 틀이 되기도 한다.
Global Leadership 4 ▶ 세계적 이슈에 대한 책임활동
<Fortune>의 존경받는 기업 순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
이고, 다우존스의 지속가능성 지수 역시 기업의 사회 공헌 실적을 중
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사회적 기여를 가장 큰 조
건으로 판단해 기업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의 사회적 고
민에 대한 책임 활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내 이슈에서 국제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추이이며 더욱이 환경은 전 인류의 안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적 요소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모든 기업들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기업에 있어서도 사회
적 기여도는 그 기업의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로 그 기업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기업이 얼
마나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Global Leadership 5 ▶ 영적 가치(Spiritual Value)의 추구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나름의 철학과 가치
를 추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최고의 인재들은 내적 가치를 중
시하고 개인적 발전과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간다. 즉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더
욱 증대되거나 혹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
이다. 미래 자본주의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의식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중요성이 대두
될 것이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창조적 자본
주의의 의미를 가슴 속에 담아 둘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5가지 글로벌 리더십의 함양을 기초로 글로벌 리더가 되
기 위해서 우선 각 개인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적응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젊고 유연한 사
고로 적극성, 자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넘어
세계 시민적 개인 가치의 증대에 힘써야 한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
으로 도덕심을 회복하고 다른 문화나 다른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호
기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학습 기회, 학습
모험(Learning Adventure)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아
는 것만 보인다고 한다. 아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아는 것만 귀에 들
리는 법이다. 반어적인 의미로 단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간과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살아가는 이야기들, 삶의 지혜들을 놓치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래서‘Learning
Adventure’
라는 것은 학문적인 배움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경영 환경
변화, 산업의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해
야 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한 혁신 활동을 지속해 세계 시장 중
심, 세계 고객 중심의 동태적 경영관을 확립해야 한다. 윤리와 투명
경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합리적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해 국제적 자생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더불어 세계적 통찰력 훈련을 통해 전문 경영인, 특히 국제적 전문가
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선진 사회란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타당한 삶의 가치나 철학이 상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
회일 것이다. 사회적 믿음을 형성하고 상식과 원칙, 다양성을 인정하
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개방시장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규제나 관료주의나 반기업가 정서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세계적 글로벌 리더를 육성 개발하고 다문화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인프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뒷받침으로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육 과정의 정립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총체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이다. 모든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보다 넓게 보고 멀리 생각
하는 글로벌 마인드, 유연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육성 배출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
다. 특별히 미래 글로벌 리더십의 관점에서 창조 경영, 윤리 경영, 언
약적 관계의 확충, 세계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치 지향적 조직으로
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노력한다면 선진 일류 국가를 지향
하는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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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Marketing
two brands (hence two retail stores) are differentiated along
the horizontal dimension of consumer taste, and they are
positioned at either end of the linear market. Each retailer has
two short-term variables: retail price and advertising. The
advertisements are mostly informative ones that let consumers
be aware of the location and its prices. Weekly newspaper
inserts are a good example of such advertising.

Location of a Branded
Retail Store: Let the
Consumers Shop
Around!
An Abstract
December 2008
최승찬(좌)·한민희(우)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Preamble: An Unofficial Consumer Behavior
When it is time to buy a tube of toothpaste (an inexpensive
consumer good), I would not plan much to decide which
brand to buy or which retail store to visit. The purchase
decision is more likely a casual or habitual choice of a brand in
a nearby store or a store I happen to be in at the time. To buy
a big refrigerator (an expensive durable good), on the other
hand, I would go through an active and extensive search to
compare among brands and stores. I would actively search
product information by reading product reviews and compare
prices by paying attention to advertisements and visiting a
couple of retail stores before settling choosing a store and a
brand.
However, when I need a sport shirt (a specialty good), I would
choose a store after passively collecting information by paying
attention to newspaper inserts. Once I visit the store and there
is no competing store nearby, it is very likely that I would make
a purchase in that store. However, if there is a competing
retailer nearby, it is likely, although not certainly, that I would
shop around by visiting the other store, too.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is third scenario in which consumers make
relatively limited comparison shopping which is planned in
advance, and in which retailers sell branded specialty goods
such as fashion clothes or mid-range electronics goods.
Introduction
We observe that many branded retail stores are frequently
located inside shopping centers in which there are direct
competitors located practically next to each other. This
includes such product categories as casual clothing (Gap and
Limited), designer fashion (Ann Taylor and Talbots), jewelers
(Zales and Kay), and even restaurants (Wendy’s and Sbarro’s).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se branded retail stores can
also be found as free-standing stores on busy streets, which
may not have competing stores within a short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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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When a branded retailer decides to add a new store,
it can choose a free-standing location, a shopping-mall
location, or anywhere in between. Each of these locations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example, a shopping mall
location offers heavier consumer traffic, attraction of anchor
stores, mix of different merchants, and shared promotion. On
the other hand, a free-standing location offers lower rent,
more space, and in particular less inter-store competition.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when retail stores are located
close to each other, say, in a shopping mall, the intense
competition will erode profits for both.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inter-store competition is indeed a liability. We
find that it does not have to be. Thus, this paper adds to the
argument for the concentrated retailer location.
A Non-technical Model Descrip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evaluating store location
options for a branded retailer of a specialty goods category.
We present a game-theoretic model of advertising and pricing
competition in order to evaluate alternative store locations.
This model is an abstract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a
competitive market with two differentiated retailers of
specialty goods. Thus it does not attempt to capture all
practical variables and parameters. Two key components of
our model are (a) the concept of comparison shopping
associated with the distance between competing stores and
(b) the informative aspect of advertising. For specialty goods in
the context of the preamble section, consumers would make
single-purpose shopping trips but may also visit multiple stores
for comparison shopping if competing stores are nearby (i.e.,
very low search cost). In this less-frequently-purchased product
category, consumers are assumed to make plannedpurchasing decisions as opposed to impulsive purchasing.
Therefore, our model does not consider the positive effect of
heavier traffic in a shopping mall that attracts impulsive
purchases by wandering consumers. In our duopoly model, the

The main feature of our model is that the proximity between
the two stores affects the extent to which one store’s
informative advertising “spills over” to the other store. When
the retailer stores are sufficiently far from each other, partiallyinformed consumers who are exposed to only one retailer’s
advertisement would not shop around, hence they are captive
consumers. However, those who are exposed to both retailers’
advertisements are aware of both prices and locations. Such
fully-informed consumers will choose a store/brand before
leaving her driveway based on personal taste and the relative
prices.
On the other hand, when the stores are located close to each
other (like in a shopping mall), consumers who were informed
of only one retailer will “accidentally discover” the other store
and will have a chance to “shop around”.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free-riding: by being located next to its
competitor, a retailer can be accidentally found by those
customers who saw only the competitor’s advertising. A
fraction of them will decide to shop around between the two
differentiated but substitutable brands. Consequently, it may
appear that a part of the advertising dollars not only goes
wasted but also helps the competitor’s business. But then, the
shopping around is reciprocated, which can benefit our
retailer.
Key Findings
Among several implications of the mathematical solution, the
most intriguing but surprising result is that, when advertising is
relatively cheap, it can be more profitable to have competing
stores located close to each other in a shopping mall and let a
certain fraction of the partially-informed consumers shop
around by accidentally discovering the other store.
Furthermore, this effect becomes more prominent when the
two retail stores are more differentiated in consumers’
perception. One factor influencing the proportion of shoparounders would be the proximity between the two stores. As
the two stores are more closely located from each other, more
consumers would end up visiting “the
other” store and engage in comparison
shopping.

are two competing stores - Polo and Lacoste. She is a loyal
consumer for Polo shirts, but will also consider Lacoste if the
price is right. The two stores send out informative
advertisements that show photos of respective products as
well as prices. If the consumer is exposed to both
advertisements, she knows exactly what to buy. But if she is
exposed only to Polo’s advertisement will come to its store. If
there is no other competing store nearby, she will buy from
Polo. However, if she finds Lacoste store next to Polo’s, there
is a certain probability that she would also visit the Lacoste to
see what shirts are in there at what price. She will consider
both prices and her own preference, and if the price difference
is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cost of “misfit”, then she will
buy the latter.
Now the question of the retailers is whether it would be better
to locate their stores close to each other to encourage
consumers to shop around or to locate far away from each
other to discourage shopping around behavior. Our model
says, “It depends”. If the advertising cost is low and the stores
are more differentiated, it’s better to have the stores located
close to each other, but not next to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if the stores are not differentiated or the advertising cost
is very high, it is better to locate the stores far away from each
other so that there is no spill-over effect of advertising.
Some of other findings include:
As advertising becomes more expensive, equilibrium price
increases, advertising expenditure decreases, demand
decreases. The equilibrium profit increases when the
probability of shop-around is low (due to such reason as the
stores are located on different floors), but decreases when the
probability is high.
As the retailers are more horizontally differentiated,
equilibrium price increases, advertising increases,
demand increases, and profit increas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clustered
store location such as a shopping center are
already well-documen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paper provides another
advantage of the concentrated location
especially when products are more
differentiated and advertising costs
are low.

As an example, suppose a consumer
wants to buy a sports shirt and there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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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Economy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대내외 기업 환경의 악화와 부
동산 경기 침체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 불
안과 주가 하락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선진
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둔화와 세계 경기 불황의 동조화 현
상에 따른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우리의 수출
신장세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예측 기관들은
<표2>와 같이 올해 2~3%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 거시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과 우리 경제의 과제

현오석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막기 위한 큰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과연 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구
해낼 해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본다.
세계 경제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
안감이 팽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은 금융 혁신과 금융
의 글로벌화에 기인한다. 금융 혁신에 따라 금융 상품이 전반적으로
증권화되고 파생금융 상품의 복잡한 양상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미흡
하고 리스크가 다수에게 전가됨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감독이 부실
해 신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또한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기관 손
실이 위기 발생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파급되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
축과 주택 가격 및 주가하락에 의한 부의 자산 효과로 이어지면서 최
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일본 등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2/4분기부터, 미국은 3/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되어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올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대
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의 성장률도 <표1>에서 보듯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세계 경기의 침체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먼저 시장이 신뢰
를 상실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작동되지 않으며, 여기에 자산 가격의
하락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겹쳐 복합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금융의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실물 경제도 동반 침체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저금리 체제 속에서 이뤄진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운용을 시정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제 성장률이 높은 개도국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 위
기에 대한 각국의 신속한 공조 대응으로, 세계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
기보다는 금융 불안 속에서 수요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복 과정
이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부실 금융권 지원, 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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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리 인하, 재정 확대를 통한 실물 경기 부양 등 다양한 정책을 마
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전술적 고려에 따른 것이지 근본적 치유를 위한 전략이라 보기 어렵
다. 다시 말해 금융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추가적 위기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정비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시장의 신뢰도 회복은 요원하고 불안감만 증폭되어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
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이러한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제로 금리에 접근하는 금융 정책이나 사상 최대의 적자 재정
이라는 초강수의 거시 경제 대책이 실효를 걷을 수 있으리라는 상방
리스크(Upside Risk)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침체의 폭이 예상보
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 경제의 전망과 과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면서 성장 위축, 소득 감소, 고용 사정의
<표1> 주요국 성장 전망

미 국
유로존
일 본
영 국
중 국
인 도
러시아
중남미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IMF
1.4
-0.7
1.2
-0.5
0.5
-0.2
0.8
-1.3
9.7
8.5
7.8
6.3
6.8
3.5
4.5
2.5

Global Insight
1.5
0.2
1.1
0.4
0.4
0.0
1.0
-0.4
9.8
8.4
6.9
6.5
7.1
5.6
4.1
3.1

주요 IB평균
1.3
-0.9
1.0
-0.2
0.5
-0.3
0.9
-0.7
9.7
8.5
7.5
6.9
6.9
4.6
4.4
2.2

주요 IB 평균은 Goldman Sachs, Citi, Merrill Lynch, JP Morgan,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등 6개 기관 평균임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10년 전의 외환 위기를 비교하면
대내적 여건은 외환 위기 당시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 위
기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부족과 재벌 및 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기인했으나 현재는 충분한 대외 채무 지급 능력이 외환 보유고와 통
화 스왑 등으로 확보되어 있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으로
건전성과 투명성이 외환 위기 당시보다도 크게 개선된 상태이다. 그
러나 외환 위기 때에는 경제 상황의 악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
가에 한정된 반면, 세계 경기는 IT 붐 등으로 호황을 겪고 있어 비교
적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어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하겠다.
금융 시장의 경우 세계 주가가 주요국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
대 및 경기 부양책 실시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기
업 실적 악화, 신용 위기 지속 등 부정적 변수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이 기대되고 국내 주가도 동조가 예상되어
최소 상반기까지는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및 성장 둔화
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의 둔화에 따른 미 달
러의 약세 등으로 원화 강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분간 글로
벌 신용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은 급속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조달 금리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까지 고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
보면, 첫째 실물 경제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과 외화 차입
여건의 악화를 통해 국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중소기업 및 금융
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관련 대출 부실의 방지이다. 국내 건설 투
자는 2004년 1/4분기 이후 5년간의 장기 하강 국면을 지속했다.
<표2> 국내 경제 전망

KDI
삼성 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연구원
IMF
OECD

경제성장률(%)
2008 2009
4.2
3.3
4.4
3.2
4.4
3.6
4.2
3.8
4.1
2.0
4.2
2.7

물가성장률(%)
2008 2009
4.8
3.6
4.8
3.2
4.9
3.7
4.9
3.3
5.0
3.9

경상수지(억불)
2008 2009
-82
86
-94
21
-108
-11
-100
-58
102
56

이에 따라 금융권 총대출금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권은 47%, 저축은행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침체
및 건설사 부도 증가는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금
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셋째, 가계 대출 부실의 방지이다. 외환 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
던 금융기관들의 가계 대출은 2003~2004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버블 붕괴로 주춤했으나 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어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
담이 커진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대출 부실 방지이다. 2005년 중반 이후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전 업종에 걸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더
욱이 향후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당국의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사정이 악화되어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화 유동성 경색의 완화이다. 최근 은행권은 은행채 및 CD
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며 원화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은행채 및 CD 금리가 급등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도
유동성 비율은 높지만 신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금 조
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특정 권역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외화 유동성 문제의 해소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
스크로 작용했던 외화 유동성 문제는 주요국의 정책 공조와 미국과의
통화 스왑 체결 등의 조치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 시장의 신용 경색 해소와 이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의
유입 전환 등 외화 자금 수급 불균형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건전성을 유지
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 대응
위기 대책은 만병통치약인 듯 판박이 정책을 무조건 대입할 것이 아
니라,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카드를 마련
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보이지 않는 손’
과 함께 시장 기
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보이는 정부의 정책’
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많은 혁신이 도입되고 투명
화와 효율화가 이루어져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 혁신은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를 통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복
잡한 파생상품의 개발로“파괴적 창조(Destructive Creation)”
라는 금
융 위기만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
복해야 한다. 선제적이고 충분한 정책을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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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 경제 급락 방지
2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관련 대출 부실 방지
3 가계 대출 부실 방지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 과제
4 중소기업 대출 부실 방지

연구 중심 KAIST 경영대학,
200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연구 중심을 표방하는 KAIST 경영대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활발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영 분야 12편, 경제 및 재무 분야
21편, 정보 통신 분야 14편의 논문이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번 겨울호
에서는 2008년 발표된 논문 중 경영분야 2편, 경제 및 재무 분야 2편, 정보 통신 분
야 1편 등 5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5 원화 유동성 경색 완화
6 외화 유동성 문제 해소

Youngbae Kim, Hoeel Jeon, Soonhoon Bae (2008)
“Innovation patter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DSL penetration in Korea: A case study”, Telecommunications
Policy, 32, 307-325.

우선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제
안정기에 금융기관의 행태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이를 중장기
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출함으로서 신용과 유동성을 창출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은 적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반면 실물 경제
는 보다 많은 유동성을 갖게 되어 자산이 부채보다 커짐으로써 경제
가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과 유동성 창출은 근본적
으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
융 위기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져 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차입하고 이를 단기간에만 대출하는 데 주력하게 마련이다. 결국 실
물 경제는 중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전반적으로 유동
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
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권을 거치지 않
고 직접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
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직접적 개입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를 조속히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채 상환 능력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은행 대외 채무에 대한 국가 보증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를 통해 소비 기반 확대와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재정 정
책 수단을 동원한 경기 진작 대책의 경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적시성(Timely), 선별성(Targeted), 임시성(Temporary) 등 3T 원
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위
기 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구조 조정 방안을 통해 정리할 부분은 신
속히 구조 조정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
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워크아웃 실시와 채무 조건 변경 등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와 신용 불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재활 및 구직 등과 같은 지원 대
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야기될 미래의 도덕적 해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장 엎질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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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치우는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한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가 심화되면서 불황의 동조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
제적 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한미 양국 및
한중일 3국의 통화 교환 협정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케인즈의 말처럼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기는 예측
하기 어렵다. 각국의 경험을 보면 기업이든 정부든 나름대로 예측 기
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측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한 사례는 드물다. 언
제, 어디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를 왜 인지하지 못했나를 탓하기 전
에 그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경제주체 모두의 지
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다. 일본 경제가 10여 년 동안 하지 못한 구조 개혁을‘금 모으
기 운동’
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통해 이뤄냈다. 세계적
인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서도 경제 주체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다가
올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 각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11)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2008.10)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 2008.10)
KDI 경제전망, 2008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2008.11)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 18-3 (한국경제연구원 / 2008.10)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2008.10),
2009년 주요 산업 전망과 현안 (현대경제연구원 / 2008.1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Rapidly Weakening Prospects call for New
Policy Stimulus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 2008.11)
OECD Economic Outlook No. 84, Preliminary Edi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 2008.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World Bank / 2008.11)

Abstract: Korea has been leading the world in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since 1999. Based on an in-depth case
analysis of the penetration of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ADSL) in Korea,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decision making and interactions among key innovation
actors, such as the govern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s,
equipment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using a
conceptual framework wherein models of innovation systems
and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re combin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reation of the ADSL-based Internet service market
by providing a strong vision for this emerging service, building
a coalition among various key actors, and stimulating initial

market needs and supply of necessary equipment during the
early period of higher uncertainty. As the level of uncertainty
decreased with market evolution, however, the role of
industrial actors and their market competition became more
important to the rapid growth of the ADSL marke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proposed.
•Keyword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Market
uncertainty, Decision making, System of innovation,
Government policy

Seung-Hun Seog, Yong-Jin Hyun (2008)
“Financing as a Marketing Strategy”, Marketing Science, forthcoming.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ssues concerning a film
producer that finances production costs not only by the
conventional funding from an institutional investor, but also by
“Internet funding”, financing through the Internet from socalled netizen investors. In Internet funding, netizen investors
engage in word-of-mouth activities. Assuming that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between the producer and
investors, we investigate how the Internet funding size varies
with the word-of-mouth effect, the monitoring effect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nd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roducer over investors. When the producer has no bargaining
power, the Internet funding size is determined by balancing
the word-of-mouth effect with the monitoring effect by the
institutional investment. If there is no word-of-mouth effect,

there may be no Internet funding, since netizen investors
interpret Internet funding as an indicator of a negative profit.
When the producer has high bargaining power, full Internet
funding is possible, if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film
quality is resolved. We discuss how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resolved by the monitoring of the film quality, the
producer’s reputation, or the insurance on investment returns.
Our model helps to capture several interesting aspects of
Internet funding in the Korean film industry.
•Keywords: Internet fund, word of mouth, monitoring,
bargaining power, fil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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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koo Kang, Hyoung-Jin Park (2008)
“The Dynamics of Trades and Quote Revisions Across Stock, Futures, and Option Markets”, Review of Pacific
Basin Financial Markets and Policies, Jun, Vol.11, No.2, 227-254(28).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returns and
order imbalances across the KOSPI 200 cash, futures and
option markets. The information effect is more dominant than
the liquidity effect in these markets. In addition, returns have
more predictability power for the future movements of prices
than order imbalances. Information seems to be transmitted
more strongly from derivative markets to their underlying asset
markets than from the underlying asset markets to their

derivative markets. Finally,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prefer futures,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prefer options,
and foreign investors prefer stocks relative to other investor
groups when they have new information.

복수학위 프로그램 MOU 체결 현장에 가다
지난 해 가을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미국 유수의 대학교들과 연이어 복수학위 프로그램 MOU 체결식 행사가 열렸다. 10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과 11월‘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와의 MOU 체결식이
그것.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 MBA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두 현장을 각각 스케치했다.

•Keywords: KOSPI 200 index, futures, options, information,
VAR
준(IFRS)이 적용됨에 따라 글로벌 회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의 학생들에게는 이전의 기술적 지식
(Technical Knowledge)만을 강조하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
인 기술과 태도 모두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Chae-Woo Nam, Tong-Suk Kim, Nam-Jung Park, and Hoe-Kyung Lee (2008)
“Bankruptcy prediction using a discrete-time duration model incorporating temporal and macroeconomic
dependencies”, Journal of Forecasting, 27, 493-5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an alternative
method of bankruptcy prediction that accounts for some
deficiencies in previous approaches that resulted in poor outof sample performances. Most of the traditional approaches
suffer from restrictive presumptions and structural limitations
and fail to reflect the panel properties of financial statements
and/or the common macroeconomic influence. Extending the
work of Shumway (2001), we present a duration model with
time varying covariates and a baseline hazard function
incorporating macroeconomic dependencies. Using the
proposed model, we investigate how the hazard rates of listed

companies in the Korea Stock Exchange (KSE) are affected by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by timevarying covariate vectors that show uniqu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We also investigate out-ofsample forecasting performances of the suggested model and
demonstrate improvements produced by allowing temporal
and macroeconomic dependencies.
•Keywords: bankruptcy prediction, discrete-time hazard
model, time-varying covariate, duration dependent hazard
rate, default correlation

Jumin Lee, Do-Hyung Park, Ingoo Han (2008)
“The effect of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on product attitude: An information processing view”,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7, 341-352.
Abstract: Online consumer reviews provide product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customer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on consumer product attitude.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proportion and quality of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is used to explain
the persuasive effect of the proportion and quality depending
on product involvement. A high proportion of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elicits a conformity effect. As the proportion
of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increases, highinvolvement consumers tend to conform to the perspective of

reviewers,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in contrast, low-involvement consumers
tend to conform to the perspective of reviewers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The
experiment in this study uses 248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proposed hypotheses are tested by three-way analysis of
covariance.
•Keywords: Electronic commerce, Online consumer reviews,
Consumer behavior, Online communication, Experiment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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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facuity/facuity.asp?left_01=03&left_02=03_02
원문 복사 서비스(유료): 도서관 사서 김행란 (hrkim@business.kaist.ac.k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08년 10월 21일 오후 2시 SUPEX 경영관의 최고경영자과정 라
운지에서는 안병훈 부총장, 한인구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아이라 솔로
몬(Ira Solom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이
하 ILLINOIS) 교수를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ILLINOIS
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MOU 체결식이 있었다. ILLINOIS는 미국
회계학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는 대학으로 이번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지식을 고루 갖춘 글로벌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이뤄졌
다. 체결식은 한인구 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개회사
에서“ILLINOIS와의 이번 복수학위 프로그램 체결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이를 통해 비즈니스 지식을 고루 갖춘 많은 글로벌 회
계 전문가가 양성되길 기대한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안병훈
부총장은 좋은 기회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준 한인구 원장
과 솔로몬 교수, 그리고 국제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KAIST 회계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프로그램의 가시적
인 성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이 첫 번째 한국 여행이
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ILLINOIS의 솔로몬 교수는“ILLINOIS는
세계 톱클래스의 교수진과 훌륭한 학생들,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라는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고 밝힌 뒤“이번 복수학위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며, 이들을 자
랑스럽게 만들어 줄 것”
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체결식에 이어 최종현 A홀에서는“Accountancy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라는 주제로 솔로몬 교수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여
러 교수들을 비롯해 시험 기간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세미나에
서 21세기 회계학과 회계 감사(Accounting & Auditing)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토의
가 이루어졌다. 솔로몬 교수는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계
약 위험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회계 감사의 중요
성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년 11월 5일에는 SUPEX 경영관의 최고경영자과정 라운지에
서‘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와의 복수학위 프로
그램 MOU 체결식이 있었다. 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MBA와 로스
쿨의 장점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공동 학위 과정으로 상호간 학점 인
정을 통해 2년 내에 두 과정의 학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로스쿨과 MBA를 모두 마치려면 보통 3~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2년 반 내에
KAIST의 MBA와‘Northwestern University’
의 LLM(법학 석사)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점점 가속화되는 시장 통합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법학 지식을 경영 지식과 접목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에 대처하는 법 지식으로 특화된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상품 및 금융 시장
이 경제력이 큰 미국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법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
는 경영 인재 양성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인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MBA와 법학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
득함으로써 국제상거래, 지적재산권, 국제조세 등 향후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법 지식과 경영 실무 능력을 겸비
한 전문 인력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프로그램의 의의
를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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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경영대학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ILLINOIS)

Dual
Degree
Program
남보다 알찬
학교생활을 보내는 방법
복수학위 프로그램
돌 하나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일석이조(一石二鳥)’
.
KAIST 경영대학에서‘일석이조’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남과 똑같은 학교생활 동안 KAIST MBA 외에
또 하나의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다.
분야별 세계 톱 스쿨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에는 어떠한 복수학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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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심 있는 테크노MBA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다. 2년 또는 2년 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MBA와 ILLINOIS에서 MSA
(Master of Science in Accountancy) 2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테크노MBA 2008학번 이후의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으
며, 학번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다. 2008학번의
경우, KAIST 경영대학에서 3학기를 수학한 후, ILLINOIS에
서 여름학기(6~8월, Optional), 가을학기(8~12월), 그리고
다음해 봄학기(1~5월)를 수학하는 2년 반 프로그램이 적용된
다. 반면 2009학번부터는 KAIST에서 첫 학기(2~5월)를 수
학한 후, ILLINOIS에서 여름학기(6~8월, Optional), 가을학
기(8~12월), 그리고 다음해 봄학기(1~5월)를 수학하고 다시
KAIST에서 마지막 학기(9~12월)를 수학하는 2년 프로그램
또는 위에서 제시된 2년 반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ILLINOIS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2009년 2월 1일까지 온라
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5명이다. 자격 요건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TOEFL iBT 79(PBT
550, CBT 213) 이상이거나 IELTS 6.5 이상(섹션별 6.0
이상)이고, GPA 3.0 이상이며, KAIST 경영대학 교수진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ILLINOIS는 회계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학교로
2005년 <U.S. News & World Report’
s America’
s Best
Graduate Schools> 회계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Public Accounting Report>의‘Annual Professor’
s
Survey’등 각종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톱 3 대학으로 선정되
는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명문 대학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복수학위 프로그램 문의: 이혜나 (T 02-958-3668)

금융전문대학원

University of Rochester
(Simon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Rochester’
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2007
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KAIST
금융MBA 2년 과정 중에서 처음 1년은 KAIST 경영대학에서
수학한 후, 1월에서 8월 사이에‘University of Rochester’
에서 10과목(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KAIST 금융전문대
학원 MBA와‘University of Rochester’
의 금융학 석사 학위

(MSc in Finance)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TOEFL
587 이상, GMAT 600 이상이고, 1년차 봄학기 및 가을학
기에 F 학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Rochester of University(Simon Business School)’
는
<Financial Times>가 선정한 2007 재무·회계 분야 5위에
오른 학교이며, 2008년 1월에 새로 배포된 <FT Ranking>
에서는 금융(Finance) 세계 3위, 회계 4위, 기업 경제 4위로
평가된 바 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Marshall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London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London’
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2007
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KAIST
금융MBA 2년 과정 중에서 처음 1년은 KAIST 경영대학에서
수학한 후, 1월에서 7월 사이에 CASS에서 10과목을 이수하
거나, 7과목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MBA와 CASS의 석사 학위 하나를 취득할 수 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CASS에서 취득 가능한 석사 학위는 네 가
지가 있는데, 이는‘MSc Quantitative Finance’
, ‘MSc
Financial Mathematics’
,‘MSc Mathematical Trading &
Finance’
,‘MSc Investment Management’
로 이들 중 하나
를 선택해 얻게 된다. 자격 요건은 TOEFL 600 혹은 IELTS
7.0 이상이고, 1년차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F 학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과정
역시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KAIST 금융MBA 2년 과정
중에서 처음 1년은 KAIST 경영대학에서 수학한 후, 1월에서
8월까지 봄학기와 여름학기 두 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
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MBA와‘Michigan State
University’
의 금융학 석사 학위(MSc in Finance)를 취득할
수 있다. 30학점 중에서 9학점은 이전(Transfer)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1학점이며, 이와 별도로 4과목 정도의
‘Executive Course’
(1과목은 영어 회화)를 수강해야 한다.
‘Michigan State University’
는 <U.S. News & World
Report> 2005년 경영대학 순위에서 미국 내 20위로 평가되
었으며, MSU 학부 프로그램은 2007년 3월, CFA 주관기관
인‘CFA Institute’
로부터 CFA 프로그램 파트너로 지명되었
다.

미디어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정보미디어MBA 학생들에게 추
천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다. 총 2년 과정 동안 KAIST 정
보미디어 경영대학원 MBA와 USC의 특화된 분야에 심화된
경 영 학 석 사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학생은 1년차 1월부터 12월까지 KAIST 경영대
학에서 연구 학점 4.5점을 포함한 45학점을 이수한 다음, 2
년차 1월부터 12월까지 USC에서‘Directed Research’2학
점을 포함한 26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 USC에서는 개인
의 선호에 따라‘창조 산업’
(The Business of Creative
Industries), ‘ 엔 터 테 인 먼 트 ’(The Business of
Entertainment), ‘제품 혁신과 브랜드 경영’
(Product
Innovation and Brand Management) 등의 특화된 집중 분
야를 선택할 수 있고, 영화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미
국 정상급 수준인 USC 소속의‘School of Cinematic Arts’
와‘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에서 관련 수업
을 들을 수 있다.
USC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정보미디어MBA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학생들까지 지원 가능하다.
USC의 학기 시작은 매해 1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가
능하며, 모집 공고는 그에 따라 학기 시작 3달 전 정도에 나
간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규 MS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
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복수학위 프로그램에서는
‘GMAT Score’
,‘Resume/Work Experience’
,‘Letter of
Recommendation’
, ‘Certificate of Intent to Register
Payment’등을 USC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USC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KAIST 정보미디어 경
영대학원 내부에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USC 측에 추천
하게 되므로, 이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USC는 2006년 <Wall Street Journal Ranking>에서 10위
를 차지할 정도로 마샬 비즈니스 스쿨의 MBA 및 MS 프로그
램이 우수하며,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복수학위 프로그램 문의: 위정인 (T 02-958-3661)

금융전문대학원 복수학위 프로그램 문의: 김인주 (T 02-958-3167)

류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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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의 중심, 교환 학생들을 만나다
KAIST 경영대학은 올해 AACSB 재인증, 일리노이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운영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 비즈니스 스쿨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KAIST 경영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증명하듯 2008년 가을 학
기에는 지난 봄 학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4대
륙 15개국에서 교환 학기를 신청해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외국
인 학생들을 위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의 비즈니스와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Doing Business in Korea’수업을 들으며 한국과 KAIST 경영대학
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교환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교통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온갖 보디
랭귀지를 동원해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
KAIST 경영대학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로 거듭나기 위해 제안하
고 싶은 것이 있다면?
Rosie Avila 모든 수업과 토론이 영어로 이뤄져야 한다. 나는 비록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지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
부하고 연습한다. 미래에 대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KAIST 경영대학
의 학생이라면 더욱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교
환 학생과 교환 교수를 초청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
다는 점에서, 더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에서 공부할
수록 좋을 것이다.
Thomas Steinhart 역시 영어 강의가 더 늘어나야 한다. 교환 학생
을 위한 영어 강의가 몇몇 존재하지만, 관심 있는 과목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강의로 이루어져 교환 학생으로서는 여간 안타깝지 않다.
KAIST 경영대학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많은 나
라에 KAIST 경영대학을 알리고 그 가치를 증명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Lucas Rahn(독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특수성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 기존에 KAIST 경영대학에서
교환 학기를 보낸 다른 친구의 추천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
를 바탕으로 KAIST 경영대학의 명성을 확인한 후 오게 되었다.
오기 전 한국과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이미지와 직접 경험해본 이
미지는 어떻게 다른가?
Rosie Avila(필리핀) 많은 학생들은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 왔을 뿐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직접 체험한 한국과 KAIST
경영대학은 하나같이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의 전통 예절 문화는 최
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팀 미팅 때마다 이루어지는
토론이 기억에 남는데,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Matthias Rufenacht(스위스) KAIST 경영대학의 수업과 과제는 매
우 강도가 높고 힘든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교환 학생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Thomas Steinhart(독일) 교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의 장벽이다. 학교 안에서도 강의실을 벗어나면 의사소통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시스템 역시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멘토의
도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 학교 밖을 나서면 음식 주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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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3, KAIST Business School was the first business school in
Korea to acquire AACSB accreditation, and recently we successfully
extended the accreditation for an additional 5 years.
AACSB International accreditation represents the highest standard
of achievement for business schools, worldwide.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특히 KAIST 경영대학을 선택한 이유
는 무엇인가?

2003 Earned AACSB Accreditation
2008 Extended AACSB Re-accreditation

Rosie Avila 최고의 기억은 따뜻하고 자상한 랩실 동료를 만난 것이
다. 그들과의 토론은 언제나 즐겁다. 또한 늘 나를 아껴주고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최고의 룸메이트를 만난 것 또한 기억에 남
는 일이다.
Matthias Rufenacht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국에서의 매일이 새롭
다. 특히 기숙사 생활은 아주 재미있고 큰 경험인데,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격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Lucas Rahn 가을 축제가 매우 이상적이다. 한국 가수의 공연을 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특히 가수 김장훈의 공연은 정말 즐거
운 경험이었다.

Institutions that earn accreditation confirm their commitment
to quality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a rigorous and
comprehensive peer review.
AACSB International accreditation is the hallmark of excellence
in management education.

마치며…
대부분의 교환 학생들이 한국과 KAIST 경영대학에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화의 중
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프랑스에서
온 Michael이라는 학생은 200% 만족해 한 학기 더 머무르기로 결정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이곳에서의 유익한
경험을 여러 외국 학생들에게 전달해 한국과 KAIST 경영대학의 위상
을 높이는 전도사로서 활동해주길 기대해본다.

이주엽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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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_ Info-media Report
장착된 PDA를 사용해 그 선로 위를 돌고 있는 장난감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진보가 오늘날 PDA 수
준의 작은 장치에서도 실시간으로 촬영된 동영상(장난감 선로)에 3차원 그래픽 데이터(움직이는 열차)를
합성하여 장난감 열차가 실제로 선로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그림 ❷). 이 외
에 국립 싱가포르 대학의 에이드리안 척(Adrian Cheok)이 개발한‘인간 팩맨(Human Pacman)’같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그림 ❸).

증강 현실 기술이 여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주목하라

증강 현실을 이용한 게임을‘침습형 게임(Pervasive Game)’
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이에 대해 더 설
명해 주시겠습니까?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한 세계적인 석학
프랭크 비오카 교수와의 만남

증강 현실 기술이 평범한 현실을 보는 눈을 통해(즉, 특수표시장치를 통해) 스며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인간 팩맨’
의 경우, 특수 안경을 써야만 취득할 대상인 노란
공들이 게이머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머가 노란 공이 있는 위치를 향해 움직이면 위치 추적
기술(GPS)를 통해 이를 감지, 노란 공이 있는 곳에 다다르는 순간‘공을 가졌다’
고 정보를 갱신합니다.
그 순간 화면상의 노란 공은 없어지고, 점수가 올라가며, 게이머가 뒤를 돌아보거나 뒷걸음질 치더라도
공이 있었던 자리에는 더 이상 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실의 게이머가 현실의 길 위를 이동하면서
가상의 공을 가져서 점수를 따는 인간 팩맨은 현실 세계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물체(Virtual Object)
나 가상 현실과 융합되어 새로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❶ 두부장착형 표시장치(HMD)는
1990년대에 이미 항공기 등 군사 용
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주
위를 날아가는 항공기의 피아 구분,
거리 및 미사일 조준 여부 등의 정보
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시
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전부터 차세대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박병호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IT 코리아’
를 외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방통융합이다, 정보
통신부의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이다, MP3와 디빅(DiVX)으
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등 미디어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만남과 그 여파가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
명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에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을 설립한 것
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미디
어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 및 업계 리더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던 2008 정보미디어 글로벌 포럼(주제: 엔터테
인먼트와 기술의 만남)도 그 연장선 상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호에는 2008 정보미디어 글로벌 포럼의 프로그램 위원장이었던
필자가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빙되었던 미시간 주립대 AT&T 석좌교
수인 프랭크 비오카(Frank Biocca) 교수의 강연 내용, 카이스트 교수
들과 주고받은 의견, 그리고 평소의 생각 등을 종합하여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재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정보통신학과에
서 석좌교수와 MIND 연구소의 총괄 연구소장을 겸하고 계신데요,
MIND 연구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Media, Interface, and Network Design Labs’
는 미국과 유럽에
걸쳐 있는 연구소들의 네트워크로, 주된 연구 분야는 인간-컴퓨터 상
호 작용, 정보통신 기술과 인간, 가상 현실 환경 디자인, 증강 현실
기술개발 등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처음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계속 같은 이름으로 소속 대학 아래
에 연구소를 개소, 오늘날 오하이오 주립대, 템플대, 모스크바 시립
대, TU 아인트호벤 등 총 11개의 연구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
며 연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indlab.org/)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연구 분야는 가상 현실보다는 증강 현실(Au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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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또는 AR)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증강 현실의 개념에 대
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와 컴퓨터로 생성한 데이터(가상 현실)가 융합
해 만들어진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증강 현실 기술은 컴
퓨터가 생성한 영상과 소리가 현실 세계의 그것과 실시간으로 융합된
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강 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 위에
컴퓨터 데이터를 덧씌워 이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기 때
문에 교육에서부터 업무, 오락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업무의 경우 어떤 식의 응용이 가능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 박물관으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에게 안경이
주어집니다. 안경을 쓰고 박물관의 전시물을 바라보면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해당 전시물을 인식하고는 렌즈 위에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
다. 렌즈가 스크린인 셈이죠. 투명한 렌즈를 통해 전시물을 봄과 동시
에 렌즈 위에 표시된 전시물 관련 정보가 합성되어 학생들은 전시물에
관해 보다 깊은 내용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업무
에 이용하면 창고에서 어느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경 속에서
표시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해 필요한 상자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찾아
내서 출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가요?
이미 군사용으로 구현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파치 등의 헬리콥터는
조종사가 헬멧 모양으로 생긴 두부장착형 표시 장치(Head-mounted
Display; HMD)를 이용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해당 방향에 있는 사물
들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그림 ❶).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에는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프로토 타입 단계의 개발이 끝난‘투명 열차(Invisible Train)’
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난감 열차 선로만 깔아놓을 수 있지만 카메라가

디지털 문신(Digital Tattoo)이 있습니다. 얇은 초소형 블루투스 장치가 피부와 근육조직 사이의 공간에
삽입되어 이것이 입력장치 역할을 합니다. 아직 바이오 입력 장치의 실용화 측면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콘셉트에 따르면 수술을 통해 피부 바로 아래에 설치된 블루투스 장치는 동맥과
정맥에 연결되어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장치가 휴대폰과
같은 전자통신기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령 휴대폰을 꺼낼 필요 없이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바로
다이얼을 하여 귀에 걸려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요(그림 ❹).
1990년대에 논문으로 쓰셨던 일반인의 본격적인 사이보그화가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느껴지는군요. 마
지막으로 증강 현실과 관련해 한국 학계와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휴대폰은 카메라와 PDA 기능 등 컴퓨터의 기능
을 핵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에서 가장 앞선 한국은 다시 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컴퓨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증강 현실 기술은 고성능의 모바일 컴퓨팅 기
술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미디어 기술이 지향하는 종착점이자 부가가치
가 가장 높은 형태의 미디어 응용 분야이고, 증강 현실 기술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모바일 컴
퓨팅 기술과 같은 하드웨어의 앞선 기술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시켜서 차세대 모바일 엔터테
인먼트 산업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❷ 투명 열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거창한 가상 현실이 아
닌, 컴퓨터의 소형화에 있었다. 부품
의 소형화에 따른 카메라 일체형 모
바일 컴퓨터의 등장과 부품의 고속화
에 따른 동영상의 실시간 처리 기술
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❸ CNN 등을 통해 소개되어 세계적
으로 융합 기술을 알린‘인간 팩맨’
은
국립 싱가포르 대학의 융합현실연구
소(Mixed Reality Lab) 소장인 척
(Cheok) 박사가 개발을 주도했다.

사람이 보고 있는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가 추가로 제공,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은 이미 수많은 공
상과학 영화나 판타지에서 소개된 바가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 3부작에서 항상 인조인간 터미네이터
의 시각으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었고, 만화 <드래곤볼>에서도 외계의 침략자 사이야인들이 상대방의‘전
투력’분석 자료를 외눈안경 모양의 바이저 렌즈를 통해 표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당시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흉내를 내는 것이 유행했었다.
비오카 교수 등이 연구하는 증강 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가상 물체를 만들어내고 이 가상 물체가
현실의 물체 또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기술로, 군사, 의료, 교육, 상업,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이다. 전산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관련 지식
을 결합한 복합 학문 연구의 산물인 증강 현실 기술은 그러나 고성능 컴퓨터 기술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
한 것이어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었는데, 최근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모바일 컴퓨팅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T 강국인 한국에게는 이 분야가 장기적
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이른바 블루오션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❹ 디지털 문신으로 전화 다이얼을
팔에 심은 가상의 사례를 촬영한 콘
셉트 사진. 디지털 문신은 수술을 통
해 장치를 피부 아래에 삽입해야 한
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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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의 중심에 서다
Green-MBA 명재규·변석훈 동문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전반의 키워드는 아마도“Sustainable”
이 아닐까 싶다.
당장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 아이템이나 기업일지라도‘지속가능’
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
당 사업과 기업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경영
과 관련해 맹활약하고 있는‘환경경영/정책 MBA(이하 Green-MBA)’졸업생 명재규 동
문(2000 Green-MBA)과 변석훈 동문(2001 Green-MBA)을 만나보았다.
명재규 동문은 네오에코즈에서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변석훈 동문은 GS 칼텍
스 환경기획팀에서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Green-MBA 졸업
동문. Green-MBA는 KAIST 경영대학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으로‘환경 문제
에 대한 이해, 기업 경영 전략과 환경경영 체계의 접목, 간접 유인 규제 방식을 이용한 환경 정책, 국
내외 환경갈등 조정, 국제 환경 협상 전략’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세계 수준의 환경경영/정책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한국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환경 친
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도자 인력(Leadership for Greening Business and Policy) 양성을 목적으로,
우선 기업 경영과 공공 정책의 기초 이론을 교육해 경영학석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과 정책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 분야의 이슈와 이론, 실무 기법, 기
술, 환경경영 전략과 환경 정책에 관한 학제적 교육을 실시했다.

명재규 동문 (좌)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KAIST Green-MBA 졸업(2002)
경력
LG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네오에코즈 컨설팅본부 상무(현)
KECE(구주산업환경협의회) 디렉터(현)
ISO26000 SSRO분과 자문위원(현)
주분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Social Enterprise(사회적 기업)
국제환경규제대응 관련 컨설팅 및 연구

변석훈 동문 (우)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KAIST Green-MBA 졸업(2003)
경력
GS칼텍스(주) 환경기획팀 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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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은 1972년 산성비 문제로 시작된 다자간 국제적 환경
관련 협상이 유엔 민간 회의를 통해 시작되었고, 1987년 브론트 보
고서를 통해 ESSD(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어,
1992년에 리우환경회의에서‘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명확한 정의(우
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발전 방안 모색)를 통해 전 산업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
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성과 사회성을 포함한 이른
바‘Triple-bottom-line’측면에서 모두 발전이 가능해야 할 것이
다.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야가 CSR 관점에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개념이 함께 사용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Green-MBA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초점을 보다‘환경’
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마킹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성과는 동종 업계와 비교해 현저하게 탁
월하다. 반면‘소니’
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PS2를 크리스마스 시즌
에 맞춰 수출했으나 조작기에 유해 물질인 납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큰 문제는 소니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
고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접근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사업에서도 치
명타를 맞은 것이다. 우리 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에‘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 신설·운영되고 있다. 올해 8월 15
일 정부에서 내놓은‘저탄소 녹색 성장’마스터플랜도 이곳에서 나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 동문은 이러한 정책이 선언이 아닌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덧
붙였다. 실례로 2010년부터 지자체의 평가 요소에‘지속가능발전’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 밑에 부지사 대신
‘환경부지사’자리를 두어‘환경’항목을 차별적 요소로 집중 육성하
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명재규 동문은 회계사를 준비하던 중‘환경 회계’
에 관심을 가지게 되
어 Green-MBA 문을 두드린 경우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
게 되면서 환경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 예컨대
환경 마케팅, 환경 생산 전략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다. 그래서 네오에코즈에 몸담고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각 기업들이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환경 컨설턴트
로서 속 시원히 해결하고 환경 시장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변석훈 동문은 GS 칼텍스로 입사해‘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
다가 회사가 그를‘환경 전문가’
로 양성하려는 취지로 KAIST
Green-MBA 과정에 파견된 경우다. 이 쪽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판
덕분에 Green-MBA 동문 중에서도 유난히 발이 넓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에 수업 내용이 보다 실
제적으로 와 닿았고 졸업 후에는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GS
칼텍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GS 칼텍
스는‘에너지’
와‘환경’모두 중요한 핵심 분야로, 환경 관련 팀들이
회장 직보 조직으로 설계되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변석훈 동문은 기후 변화 협약 관련 목록 구축, 대응전략, 정부 유관
부서 정책 대응 및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경영 분야의 전망과 최근 핫이슈에 대한 질문에 두 동문 모두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답했다. 먼저, 전망에 대해서는‘5-force’
의대
가 마이클 포터의 말을 인용해‘더 이상 환경경영은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
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는 말로 대신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독일 소매 유통업계‘오토’
의
지속가능경영 접근은 공급망 관리, 마케팅, 재무 등 모든 분야를 망
라해 이루어진다. 즉, 기존의 친환경적이지 않는 면화 대신‘아디다
스’
나‘퓨마’
와 같은 공급 업체와 펀드를 구성하고 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에서는 중앙아프리카의 토지를 구매해 친환경 면화를 직접 개발
해 그 소재로 만든 옷을 오토 유통망을 통해 공급·판매한다. 2005
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오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모범 사례로 벤치

현재 환경경영 분야의 가장 큰 핫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지구온난화
와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곧 궁
극적으로 환경경영 분야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 덧붙
여 탄소배출권 거래나 SRI 펀드처럼 금융계와 공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확대된다면 환경경영 분야 시장이 가일층 활성화될 것이
라고 두 동문은 밝게 전망했다.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이들은 KAIST Green-MBA 출신으로 현재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즉, 환경경영 이슈가 모든
경영학 분야에 접목되어야 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
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보다 각 분야에 녹아져 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KAIST 경영
대학은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유일
하게 관련 분야에 대한 그룹 세미나와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스터
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더 나은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재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다. 명재규 동문은 환경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망한 업종이나 좋은 조건만을 쫓기보다는 중장
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경쟁력을 키우길 당부했다. 이어 변
석훈 동문은 실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실화 또는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 실현되지 않은‘기회의 가능성’
보다는
단계적으로 실행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행력이 강한 후배들
의 모습을 기원했다.
‘Cost-leadership’
의 단계를 거쳐‘Differentiation’단계에 접어들
때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이‘과연 어떠한 요소로 동종 업계에서 차별
화를 꾀하느냐’
이다. 바로 환경경영 분야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Green-MBA 동문들과의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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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University of Newcastle에 부부가 동시에 임용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최보배(이하 최) : 석사과정 2년차 시절 <Frontier> 학생 기자로 MIS
분야 졸업생들의 해외진출 기사를 담당했다. 당시 기사를 작성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8월부터 본격적
으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준비를 시작했다.

최 : 비슷하지만 완전하게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서로의 강점이 다르기에 함께 연구를 진
행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점을 높이 샀기에
함께 임용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두원(이하 이) : 준비하면서 호주 출신인 조 듀베리 교수님과 상담
했다. 조 듀베리 교수님을 통해 국제협력팀의 제이슨을 소개받았고
그에게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적
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같다. 학교
교수님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큰 도움을 주셨다.

이 : 부부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기
쁨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길을 가기에 고충을 더욱 더 잘 알고 이해
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서로
믿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임용 진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기억에 남
는 일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최 :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대부분의 호주 대학교가 8월에 채용을
끝마치는 시점이었기에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다. 세부 사항에서 약간
의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호주 대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
서 이외에‘Selection Criteria’
라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했다. 항목
별로 세부적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인격이나
미래의 포부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
스템이라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New Challenge
젊은 부부의 새로운 도전
경영공학 박사과정 이두원·최보배 부부

금융 위기로 경제적인 한파 속에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순수 국내파 박사과정 학생
인 이두원·최보배 부부가 해외 대학에 동시에 임용되는 쾌거가 그것이다. 호주 University of Newcastle에 조교수 급으
로 임용되어 오는 3월부터 강의할 예정이다. 이 부부의 성과는 KAIST 경영대학의 재무 및 금융 부분의 국제적 인지도와
실력을 입증한 사례로, 개인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영광이자 큰 기쁨이다. 기적을 만들어낸 이들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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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대학을 직접 방문해 치뤘던 면접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첫날에는
기본적인 면접을 진행했고 그 다음날에는 학장, 교수진들과 함께 학
교를 둘러보고 식사도 했다. 하루 종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학교에서 TA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교수들과 만남을 가져봤
던 적이 있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
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 : 꿈을 가지고 이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 나 역시도 막연
하게 해외 대학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
로도 계속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
외 학회 지원, 교내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이곳 KAIST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항상 학교
에 감사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임용이 확정된 지금도 준비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근황이 무척 궁금합니다.

최 : 호주에 교환 학생을 갔던 시절에 느낀, 많은 유학생들이 여러 문
제로 겪는 어려움을 이제부터는 내가 해소해 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
재무학회, 회계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학계와 소통하고 싶다.

최 : 아무래도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학에 대
해서도 공부 중이다. 그 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라 쉽지만은 않지만 재미있다.

이 : 우선 좋은 연구를 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다. 선택한 학교
역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성과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 함께 해외 저널에 실을 2개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 이미 1개의
논문을 국내 저널에 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
다. 마찬가지로 강의를 위해 영어도 공부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커플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라
는 결실을 이룬 과정을 짧게나마 소개해 주신다면?
최 : 우리 둘은 석사 과정에 입학해 처음 알게 되었다. 1학기 중간고
사 때, 강장구 교수님의 재무론 시험 공부로 석사 공부방에 있는데
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게 있다며 공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되었다.
이 : 주로 학교에 있다 보니 데이트도 학교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졌
다. 직접 샌드위치를 싸서 학교 옆의 홍릉수목원으로 놀러 가기도 하
고 기숙사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며 기숙사 내선전화로 데이트를 하면
서 알뜰하게 데이트를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부부의 연
을 맺게 되었다.

University of Newcastle
1965년 설립된 University of Newcastle은 호
주의 연구 중심 대학 중 상위 10위 내에 들며,
전 세계적으로도 200위권의 대학이다. 전체
36개 공립대학교 가운데 아홉 번째로 많은 정
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뉴캐슬 시내에서 12km
떨어진 칼라간(Callaghan)과, 시드니와 뉴캐슬
의 중간지점인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의 두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
다. (홈페이지: www.newcastle.edu.au)

김문기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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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_ AIM Network
강학중 소장 프로필
학력
KAIST AIM (3기)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MBA: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가족학 박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문화예술회 소개
강학중 소장 _ 한국가정경영연구소·AIM 3기

경력
現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사)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총재
한국가족학회 이사
가족관계학회 이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이사
한국가족복지학회 이사
한국코칭학회 이사

現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
前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주)대교 대표이사 역임
(주)대교출판 대표이사 역임

저서
새로운 가족학(공저)
강의 경력
CJ,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화재, SK텔레콤, 삼성건설, KT, 대교,
교보증권, 국민은행, 대우조선, 동원그룹, 무역협회,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농협, 전경
련,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와대, 태평양, 풀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 현대백화점,
경찰대학, 남해시, 부천시, 순천시 등 600여 회 특강
방송 경력
KBS 2 라디오(FM106.1 Mz)“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고정 출연 중
MBC TV, KBS TV, EBS TV, EBS 라디오, CBS 라디오 등에‘가족, 가정, 부부,
자녀교육’관련 프로그램 9년간 고정 출연

2008년 5월 26일! 어둠이 내리는 한강을 배경으로 AIM 문화예술회 첫 모임은 그렇게 시
작되었다. 벨기에의 촉망받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와 거문고로 퓨전국악을 널리 전하고 있
는 이정주의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겠는가. 섬세하면서도
현란한 선율은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해주었고 우리 거문고의 힘이 넘치는 연주
앞에서는 모두 기립 박수로 감동을 전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황인규 부장검사
(AIM 22기)의 성악가 못지않은 독창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모임은 8월 25일 한여름 밤의 끝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청바지와 통기타’
를주
제로 해바라기의 이주호, 강성운 님과 함께 그 때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부터‘사랑으로’
까지 이어지는 해바라기의 노래에 마음이 조금씩 젖어
들었고 마지막 촛불의식까지 더해져, 그 날 밤 우리 모두는 참 많이 행복할 수 있었다.

❶

❷

11월 3일, 문화예술회 세 번째 모임은‘우리 가락 우리 문화’
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
였다. 북촌의‘봉산재’
라는 아담한 한옥에서 젊은 소리꾼 김용우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
리였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우리 먹거리,‘배다리 술박물관’
에서 협찬한 우리 술, 막걸리와
동동주는 흥을 한껏 돋워 주었다. 사랑가, 창부타령, 정선아리랑, 쾌지나칭칭, 수심가, 방아
타령까지 전국의 민요 가락을 맛본 다음, 진도아리랑을 직접 배워보았다. 지금도 기억이 생
생하다. 다들 얼마나 흥겨워했던지!
문화예술회가 탄생하고 세 차례의 모임이 있기까지, 여러 동문님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든든
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AIM 문화예술회는 2009년 새해를 대학로의 연극‘황야의
물고기’
와 함께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지만 좋은 공연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특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올해도 문화예술회는 단순히 감상만 하는 입장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과 소리, 표정으로 나를 표현해 보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또 다른
희열을 안겨 드리고자 한다. 흔히‘대표’
하면 떠오르는 점잖은 이미지로 대변되는 우리들에
게 문화예술회는 나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또 다른‘나’
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한다.
AIM 문화예술회는 아주 소박하고 또 순수한 모임이다. 비즈니스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모임도 아니고 정치적이거나 과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임도 아니다. 특
별한 체험을 몸으로 직접 해 보는, 소통과 대화의 모임인 것이다. 연륜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보아 이런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몸을 낮추고 기꺼이 회원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돕는다. 모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
르겠다. 그동안 모임이 거듭될수록 참석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자발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참석의사를 전해주시는 동문들의 모습을 통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새해에도 더 많은
동문님들이 참여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가꾸고 만들어 주셔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가시
키는 KAIST AIM 문화예술회가 되었으면 한다. 새해에도 사랑과 웃음과 평화가 넘치는 가
정 되시고 부부농사, 자식농사에도 대풍년 드는 365일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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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M 문화 예술회는…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종진 예당엔터테인먼트 前대표이사가 부위
원장을 맡고 있는 KAIST AIM 문화예술회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특별한 체험을 몸으로 직접
해 보는 소통과 대화의 모임이다. 2008년 5월 26일 드니 성호(클래식 기타)와 이정주(거문고)
의 연주회(사진 ❶ ❷)를 시작으로 통기타 듀오 해바라기와 함께 한 두 번째 모임(사진 ❸ ❹)이
8월 25일에 있었고, 지난 11월 3일에는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우리 민요의 아름다움 등을 주
제로 한 세 번째 모임(사진 ❺ ❻)이 펼쳐졌다.

❺

❹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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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Focus

INSIDE ZONE _ Program

Learn by doing,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최강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위한 경영전문가 과정

KSIF 1기 운용 실적 보고 및 Fellow 임명식

SENM(Social Enterprise and Nonprofit Management)

지난 9월 26일, KAIST 학생운용펀드(이하 KSIF) 1기 운용 실적 보고 및 2기 Fellow 임명식이 열렸다. KSIF는 현장 교육을 통해 학생들
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서남표 총장의 교육 이념 아래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이를 제안 받은 금융전문대학원이
실행 주체가 되어 2008년 2월 15일자로 출범했다.

이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까지 수
행해야만 소비자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고객, 그것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이해관계자)의 책임자들은 체계적인 교육
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CSR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접하고 있다.

KSIF 운용 전략 및 실적 보고

우수 Fellow 수상 및 2기 임명식

1기 Fellow 20명은 투자전략 팀, 주식운영 1팀, 주식운영 2팀, 그
리고 대안투자 팀 4개로 구성되어 지난 6개월 간 10억 원을 운용했
다. 이 날 각 팀은 그 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운용 전략을 공유하는 기
회를 가졌다. 각 팀의 다양한 예측 모델과 실제 시장 환경을 다각적
으로 고려한 가치 주 발굴 전략, 영업 이익 모멘텀 전략, SOM(Selforganizinig Map) 전략 등을 제안했으며, 실전에서 경험한 문제점들
을 논의했다. 1기 Fellow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대한의 자
율성을 갖고 자신들만의 모델과 전략을 수립해 실전 투자에 응용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운용 성과 보고에 이어 앞으로 펀드를 운영해나갈 2기 Fellow의 임
명식이 SUPEX 경영관 아트리움에서 진행되었다. 김동석 KSIF 지도
교수는 지식 축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1기들의 축적된 노하
우를 2기들이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은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실제 기업 활
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자산 배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 아쉬워했다. 또한 이 운용 펀드가 실험적인 전략을
시도하고 배워가는 연습 과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
지 제약 조건들도 항상 염두 해둘 것을 조언했다. 우리선물의 서병화
사장은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6.72%의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낸
Fellow들을 치하하면서도 더 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두 증권사 사장은 앞으로도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통해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기 임명식에 앞서 1기 우수 Fellow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수리과
학과 박사 과정 김봉조 학생, 금융MBA 차동호 학생이 수상했다. 이
들은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2기들이 더욱 분발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KSIF가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었을 소중
한 자산을 얻게 된 데 대해 김동석 지도교수와 박재원, 이효섭 조교,
그리고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안병훈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KSIF를 통해 서울의 금융전문대학원
과 대전 본원의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것 같
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KSIF가 2기, 3기를 넘어 KAIST 전체의 행
사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금융전문대학원장 정구열 교수는
“Learn by doing”
이라는 KSIF의 핵심 취지를 언급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축사 다음으로는 2기 임명식이 진행되었으며 금융MBA 한태경 외
19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은 선서를 통해 학생 투자 펀드의 발
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 지식 및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KAIST 경영대학은 일찌감치 CSR 분야를 선도하며 지난 1998년부
터 6년간 Green-MBA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는 사회적 기
업과 비영리 조직의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를 양성
하고자‘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위한 경영전문가 과정(SENM)’
을 개설했다. 본 과정은 지난 2008년 9월에 제1기를 모집해 12월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대부분의 과정생
들은 기업의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CSR이 강조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껴 본 과정에 지원했다고 말한
다.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만을 위한 겉치레의 CSR 활동보다는 지속
적인 발전의 연관성을 찾아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는
진정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과정생들의 목표인 것이다.
다음은 본 과정을 이수한 과정생인 <아름다운 가게> 전상준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SENM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항상 아쉬움을 느
꼈습니다. 일이 재미있다 보니 어려움은 곧 넘어야 할 즐거운 도전

과제였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지
만, 열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본 과정은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 생산/서비스, 전략 경영, IT, 인
적자원 관리, 재무 관리 등 Mini-MBA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어, 하나의 통일된 그림을 스스로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에서의 제 역할은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소중한 기증 물품을 생산해
매장의 판매를 돕고, 사회 소외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
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이제는 재무적
관점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인의 성장을 통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 방안, 참여자(개인, 기업, 단체 기증
자, 봉사자 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홍보 캠페인 기획
등 전 업무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에피소드는?
SENM 과정은 비학위 과정 임에도 요구하는 수준은 과히‘Job-off’
수준입니다. 덕분에 3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읽은
서적만 8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
루다 보니 정해진 마감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강의
가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1~2시였는데, 전문 서적 2~3권은 읽어야
쓸 수 있는 과제까지 있어서 힘들게 공부했던 악몽이 생생합니다.
본 과정에 대한 추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KAIST 경영대학이 공부로 유명하긴 해도 비학위 과정까지 이렇게 힘
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체력,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스킬 등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한 편의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4~5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한 번에 마스터하고 싶
다면, KAIST SENM은 최강의 과정입니다. 교수진을 보시면 아시겠
습니다만, 모든 교수님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선택했습
니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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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Seminar

INSIDE ZONE _ Social Venture Initiative

실전 감각 키우는 학생 자치 세미나

나눔을 생산하는 따뜻한 공장 이야기

KAIST Industry Insight Seminar

Moving Factory

KAIST Industry Insight Seminar(이하 KIIS)는 2008년 여름 김민규 학생을 비롯한 테크노MBA 1년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생 자치 세미나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Brown Bag Seminar’
, 수업 관련 세미나 등 각
종 세미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연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세미나는 흔치 않다. 여러 세미나 중 유
난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KIIS에 대해 알아보자.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 행복찾기 中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를 더 널리 퍼트린다. 이것이 Moving Factory의 힘이다.
- 김영수(Frontier 기자)

2008년 여름, 방학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잠시, 학교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부족한 1%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테크노MBA 1년차 학생들이
뭉쳤다.

의 열정과 리더십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김경훈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에
게 공연 티켓을 선물해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KIIS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산업 분야
의 실무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속
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국내 최고의 MBA답게 내로라하는 기업
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KAIST MBA 학생들은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개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강연해줄 연사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그
들이 바라보는 산업의 인사이트(Insight)를 배워보자는 취지로 KIIS
는 탄생했다.
여름 방학이던 7월 중순, 첫 번째 KIIS가 열렸다. 연사는 국방부 지
원으로 2008 테크노MBA에 재학 중인 윤일원 씨를 모셨다. 학생들
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방부의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실무자
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공공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며 신뢰감의 형성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는 계기였다.
이후 현재 6회까지 진행된 KIIS에서, 학생들은 학업에서 배운 내용들
을 마케팅, 금융,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 직접 적용시켜 볼 수 있었다. 또한 실제 해당 산업에서
필요한 감각과 경험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4회차 강연의 연사로 나온 JUMP의 김경훈 대표는 마셜 아트
(Martial Art, 무도)와 연극을 결합한 새로운 공연 형태인 <JUMP>의
탄생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상세히 들려주
어, 학생들이 이를 전략적 혁신(Strategic Innovation)의 예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CEO
KAIST Industry Insight Seminar
회차 날짜

1
2
3
4
5
6

30

7/17
8/3
9/10
10/2
10/30
11/20

제목

국방획득관리제도(공공프로젝트의 이해)
Current Issues of e-Marketing from IMC’s Perspective
Quantitative Analysis in Stock Market(안개속의 빛)
JUMP의 신화창조
한국 명품 산업의 현황과 미래
소비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Insight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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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앞서 언급한 것처럼 KIIS는 학생 자치
세미나이다. 즉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사 섭외부터 초
빙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KIIS는 어떠한 강연비도
지불하지 않는 대신, 학교에서 제작한 감
사패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가까운 호프집에서 이어지는 맥주 타임도 KIIS만의
매력이다. 이 시간을 통해 연사들은 맥주를 마시며 세미나 때 못 다
한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해주고 학생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
에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세미나 시간에는 미처 얘기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특히 구찌 코리아(Gucci Group
Korea)의 이종규 상무는 특유의 패션 감각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패션
에 대해 코디네이션을 해주기도 했으며, 패션 업계 유명 인사들의 이
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한 맥주 타임은 학생들과 연사 사이에 이
루어지는 인적 네트워킹의 시간이다. 관심 분야의 연사와 허심탄회하
게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 훗날을 기약하기도 한다.
한편 KIIS에서는 세미나 초청 연사와의 꾸준한 연락을 통해 6개월에
서 1년 후 기존 세미나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연사
가 기존 세미나와 비교해 달라진 산업 또는 업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다. 기존 일회성에 그치는 세미나들과는
달리 연사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참여자와 연사 모두에
게 보다 책임감 있는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직 6개월이 되
지 않은 KIIS는 겨울 방학인 1월 중순, 첫 번째 애프터서비스 세미나
를 기획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KIIS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로부터 인사이트를 배우고 인적 네
연사
추천인
트워킹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윤일원(2008 테크노MBA) 김민규
수 있길 기원해 본다.

국방부
(주)휘닉스 커뮤니케이션스
대우증권
주식회사 예감
Gucci Group Korea
아모레퍼시픽

이상수 차장
이원선 차장
김경훈 CEO
이종규 상무
박상훈 과장

김재균
정승규
양경수
엄혜선
김병주

이주엽 기자

◀ Moving Factory를 움직이는 공장 근로자(왼쪽부터 김유미, 오정임, 박고은, 김재영 학생)

Moving Factory란?
‘Moving Factory’
는 우리의 나눔(Giving)을 통한 작은 행동의 변화
가 더 나은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만든 KAIST 경
영대학의 사회적 벤처 솔선 프로그램(Social Venture Initiative)이다.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의 의미를 지닌‘Moving’
과‘실제적으로 보
이는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 생산한다’
는 의미의‘Factory’
를 합쳐
‘Moving Factory’
가 탄생했다.

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
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눔 리스트

(2008년 12월 현재)

나눔하신 분

나눔된 Human人 Network

한인구 교수

한인구 교수 본인

점심 식사와 경력 상담
(시간과 경험)

배종태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

식사와 Insightful 조언
(시간과 경험)

이승규 교수

한국투신 유상호 사장

점심식사와 조언 (시간과 경험)

유승현 교수

정주호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닝 방법 (시간과 기술)

김면수 학생 본인

캐리커처 및 그림 그리기
(시간과 기술)

Moving Factory의 비전과 미션

비전

지구촌의 한 사람이자, KAIST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모
두 연결되었음을 인식한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감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나눈다.
1⃞ MBA들에게 개인 레벨에서의‘나눔(Giving)’
의 의미와 실천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레벨의‘사회적 책임’
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장(場)을 마련하다.

미션

2⃞ 사회 효용을 높게 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연구 학습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한다.
3⃞ 우리는 Moving Factory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미
래 자신의 분야에서‘사회적 책임’
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Opinion
Leader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Moving Factory의 첫 가동
‘Moving Factory’
는 KAIST 경영대학 축제가 열린 11월 5일을 기
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처음 주관한 것은‘Human人
Network 나눔 행사’
로,‘Moving Factory’일원들은 이 행사를 통
해“나눔(Giving)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Human人 Network’
를 KAIST 일원들
과 나눔으로써 나눔(Giving)을 경험(미션 1)”
하고자 했다. 첫번째 시
도임에도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험, 노하우, 기술, 마
음 등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다. 나눔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일깨워주는 행사였다.
이러한‘Moving Factory’
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해 11월 말에
는 이병헌, 다이엘 헤니 등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인 정주호 씨를
유승현 교수의 나눔으로 초청해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운동의
중요성과 운동 방법에 관해 소개해주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시간

테크노MBA
김면수

상세 내용

마케팅실 오주영 오주영 본인

정통 아메리칸 영어강습 3회
(시간과 기술)

경영공학 김준산 김준산 학생 본인

기독교 소개 (시간과 지식)

이외에도 이지환 교수, 박고은, 강기남, 최원준, 허인, 김영수 학생이 나눔 활동에 참여하였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포부
2008년 11월 큰 뜻을 품고 모인‘Moving Factory’
는 크게 세 가
지 영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설립 첫해에는‘Moving
Factory’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벤처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례 연구를 통해 기본적 지식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전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연구 학습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모델 개발과 직접 운영
KAIST 경영대학 내, 나눔(Giving)에 대한 의식 전파와 자발적인
행동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에서,‘Moving Factory’
만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행복을 전파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수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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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위 자랑하는 학생 자치 기구
제8대 KAIST 경영대학 학생회

나눔의 실천

‘학생회’
하면 왠지 운동권 성향이 강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합리
적인 성인들의 집합체인 제8대 KAIST 경영대학 학생회는 오직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 교수와의 연계, 학교의 대외 홍보 등 학교와 학생 발전을
생각하는 자치 기구이다. 언제나 건의 사항이나 개선 사항, 개인적인 고민 상담 등
학우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줄 준비로 오늘도 분주한 KAIST 경
영대학 학생회를 만나본다.

국내의 모든 학교 조직에 있어 학생회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KAIST 경영대학도 매년 학생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제8대 학생회는 2008 테크노MBA 김민규 회장과 2008 경영
공학 김문기 부회장, 그 아래 10개 부서에 22명이 참여하는 학생들
의 자치 참여 조직이다. 매주 학생 복지와 학교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제로 하는 전체 회의가 있으며 단발 회의, 축제 운영, OT, 신입생
환영 행사, 인사이트 세미나, 졸업생 사진 촬영, MT 등 다양한 행사
의 준비와 운영으로, 참여 학생들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지난 11월 초에 진행한 축제를 손꼽는
다. 학생, 교수, 직원의 단합과 더불어 홍릉의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하나가 되었던 한마당은, 수업 시간에 배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연장선상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마지막 날의 김
장훈 콘서트는 무대의 뜨거운 열기는 물론, 김장훈 씨의 KAIST 사랑
을 느낄 수 있었던 너무나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수평적이고 투명한 제8대 학생회의 힘
학생과 가까운 학생회를 표방하는 제8대 학생회는 22명이라는 인원
에서 알 수 있듯 한두 명의 일방적 운영이 아니라 보다 많은 학생들
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이다.
그리고 많은 운영진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함께 개별 사안에
대해 유연히 대응하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특히 제8대 학생회는 본
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
가을학기를 무사히 마친 제8대 학생회는 앞으로 2009년 신입생 환
영회와 OT, MT 등의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
다. 또한 2009년에는 학생 에티켓 운동 및 동아리 활성화 방안의 본
격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 중이며 체육대회와 학교 홍보, 타 대학
MBA와의 교류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도 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김민규 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일원은 오늘도 내일도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고민하고 또 실천할 것이다.

최원준 기자

제8대 학생회 조직도

제1회 이웃사랑 자선 경매·바자회
김영수 기자

2008년은 경제 불황과 금융 위기로 마음 고생이 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돌잔치 비용으로 모은 돈을 이웃 돕기에 선뜻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아프리카 아기 살리기 모자’
는 전년에 비해 2배가 팔리는
등 전국적으로 소액 개인 기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두가 어려울 때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KAIST 경영대학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 바자회와 경매를 준비했다. 안병훈 부총장과
대외 협력위원장 김영걸 교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마케팅실을 중심으로 학생회, 기독교, 가
톨릭 동아리 및 봉사동아리 학생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사랑의 티켓은 이 행사를 홍보하고 경매 행
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 전 보름 간 판매되었다. 장 당 5,000원에 판매된 사랑의 티켓은 애초에
200장 판매를 목표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여 목표를 35% 초과한 270여 장이 판매되었다.
2008년 12월 17일 오전 11시, 바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 스왈로브스키
(Swarovski) 귀걸이와 목걸이, 사과 10상자, 이브자리 극세사 이불 8채, 와인, 레스토랑 식사 쿠폰 등
다양한 물품이 기부되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사랑의 줄잇기에서도 바자 행사에 동참해 샘소나이
트(Samsonite), 라코스테(Lacoste), 나이키(Nike), 팀버랜드(Timberland) 등의 가방, 신발, 의류를
60~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오가는 학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사과 상자, 이브자리 이불 등은 개
시 1시간 만에 동이 나, 부지런하고 실속 있는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저녁식사와 경매 행사는 오후 5시 반부터 아트리움에서 진행되었다. 시험 기간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
여해 치열한 경매를 예상케 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오랜만에 아트리움을 가득 메우고 시끌벅적
식사를 하는 모습은 축제를 연상시켰고,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트리는 연말 분위기를 흠씬 풍겼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김영걸, 이승윤, 박병호 교수의 사회로 경매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급 와인을 비롯해
아이팟(iPod) 4세대, 아이스테이션(i-Station) MINI PMP 등의 최신 인기 전자제품과 골프채 등 다채로
운 경매 품목들이 기부로 이루어졌고, 기부 된 물품 중 치즈, 잼, 어묵, 와인 등 일부는 경품으로 제공
되었다. 저렴하고 좋은 물품들이 많아 시험으로 바쁜 학생들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
다. 자신이 점찍은 물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상한가를 연신 고민하는 학생들,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경
매가를 흥미롭게 쳐다보는 이들, 자리를 떠난 동료들의 경품 번호를 끌어안고 기다리는 사람들, 다양한
풍경이 경매 행사를 즐겁게 만들었다. 여기에 사회자들의 걸출한 입담과 한민희 교수의 감미로운 피아
노 연주는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경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994
년산 샤또 라뚜르(Chateau Latour)와 허만 밀러(Hermon Miller)의 애론 체어(Aeron Chair)였다. 신의
물방울에도 소개되고 전 세계 와인 평론가들이 극찬한 이 와인과,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해 유명한 애론
체어는 치열한 접전 끝에 70만원과 61만원에 각각 낙찰되었다.
2008년을 마무리하며 개최된 이 행사에는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과 여러 동문들이 참가하여 큰 성
과를 이루었다. 이들이 기증한 물품들은 경매와 바자 행사로 나뉘어 판매되었다. 바자 행사에서는 전체
기증품의 90% 이상이, 경매에서는 대상 아이템 전 품목이 낙찰되는 100% 성과를 올렸는데, 사랑의
티켓 판매, 기부, 바자 및 경매 행사를 통해 총 14,282,950원이 모금되었다. 이 중 사랑의 줄잇기 바
자 수입액은 아프리카 빈곤 어린이들 지원에, 경영대학 바자·경매 수입액은 전액 최일도 목사가 운영
하는 청량리‘밥퍼’노숙자(800여 명)의 방한의류 구입에 사용되었다.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걸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
적인 참여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좋은 물건을 아낌없이 기부한 모두의 마음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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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_ Frontier 기자단 소개

무한루프 탈출기
2008 가을 축제 현장 스케치

지난 11월 5일, KAIST 경영대학의 가을 축제가 개최되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현장을 찾아가보자.
식전 행사 - 스타크래프트 대회, 탁구 대회, 테니스 대회

한마당 게임 - 사람 찾기

식전 행사는 축제가 진행된 원형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
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2008 가을 축제, 그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1부 행사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사람 찾기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사람
을 찾아가며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의 숨겨진 학생들을 알아가는 자리
였다. 참가자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끼를 보여줌으로써 자칫 밋밋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게임을 매우 유쾌하게 만들었다. 해는 지고 어두워지
고 있었지만 축제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있었다. 1부의 종료를 아
쉬워하며 모두들 2부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마당 게임 - 요구르트 먹기 대회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참가자들을 심각하게 걱정하
게 만들었던 게임. 하나하나 비워지는 요구르트를 보며‘저렇게 먹어
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수의 요구르트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사라졌다. 예상보다도 너무 잘 마시는 참가자들로 본의 아
니게 이들의 순위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경
기가 종료되자마자 모두 화장실로 직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왔다.
한마당 게임 - 팔씨름 대회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빨리 끝나버렸지만 참가자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특별한 이변과 반전은 없었으나 학생들은 경기를 관
전하며 즐거워했다. 경기의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
내며 KAIST 경영대학의 선진 관중 문화를 보여주었다.
한마당 게임 - OX퀴즈
질문이 영어로 동시통역되어 교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한 OX퀴즈. 생
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문제에 희비가 엇갈리던 가운데 최후의 1인
이 부상으로 MP3 플레이어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본 상식과
학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문제를 통해 그 동안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
중한 자리였다.

주크박스 공연
교내 유일의 밴드 동아리, 주크박스의 가을 정기 공연으로 2부가 시
작되었다. 멤버들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연습했는데도 매우 훌
륭한 공연을 선보였다. 인상 깊었던 것은 보컬의 가면 퍼포먼스. 스
크림 가면을 쓴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줬다. 공
연 전날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관중들에게 큰 웃음과 재
미를 선사한 멋진 퍼포먼스였다.
김장훈 공연
KAIST와 매우 인연이 깊은 김장훈 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많은 관
중들은 그의 폭발적인 무대 매너에 열광하고 즐거워했다. 그의 콘서
트가 왜 항상 매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공연 중간에
있었던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소주 팩 원 샷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축제가 끝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맥주 파티
축제의 마지막 공식 행사로 진행된 맥주 파티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해 안주가 동나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
었다.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여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
고 새롭게 사람을 알아가는 등 여러모로 소중한 자리였다.

장기자랑 - 자기 뽐내기

끝으로

테트리스 반주에 맞추어 화려한 비보잉으로 첫무대가 시작되었다. 전
문 비보이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이며 관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
다. 뒤이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타령공연 무대가 선보였
다. 공연이 끝나고는 관중들과 함께 기본 장단을 배워보는 색다른 배
움의 자리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녀 듀엣으로 멋진 팝송 공연
이 있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화음을 보여준 두 학우는 혹시 커플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알고 보니 커플이 아니고 장기자
랑을 위해 급조된 팀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한파가 이번 축제에까지 미
친 것이 안타까웠다. 예전과는 다른 불투명한 상황에서 축제를 즐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
며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축제였다. 2009년에는 더
욱 더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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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기자

▲ 왼쪽부터 김문기, 류용재, 김영수, 최원준, 이주엽, 고영선

2009년 새로운 <Frontier>가 온다
제11기 기자단
1998년부터 함께 해온 <Frontier>의 11번째 기자단이 구성되었다. 2009년 KAIST 경영대학의 입학 경쟁률보다 높고, 다양한 전형 절차를 거
쳐 선발된 새 기자들.“2009년 <Frontier>! 기대하셔도 좋습니다!”11번째 <Frontier> 기자단의 소감을 들어보자.
고영선 기자 _ 2008 테크노MBA
2007년 12월! 2008년도 KAIST 경영대학
합격 사실을 접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
스러워 주변 사람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고
싶어 주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자부심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픈 욕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Frontier>의 기자로서…. 누구나 언젠가는
KAIST 경영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입학할
때 KAIST 경영대학의 구성원이 된 것을 자
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졸업한 후에는 KAIST
경영대학이 졸업생들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김문기 기자 _ 경영공학 석사과정
‘우주 정복’
을 꿈꾸고,‘인생 한 방’
을 외치
며,‘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
일’
을 위해 사는 한 남자. 지나치게 단순하고
철없는 소년, 하지만 정말 가끔은 성숙하고
진지한 청년. 기다려지는 <Frontier>를 만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Coming Soon!

김영수 기자 _ 경영공학 박사과정
KAIST 경영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인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3년간의 랩 생
활, 세 번의 축제와 체육대회, SUPEX에서
맞는 세 번째 겨울. 반복되는 생활처럼 보이
지만 사람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저도
변해갑니다. 그러한 변화를 KAIST 경영대학
사람들과 공유하고, KAIST만의 문화를 만들
어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Frontier>를 통해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엽 기자 _ 2008 테크노MBA
설렘으로 가득했던 KAIST 경영대학에서의
1년이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저에게 기대와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KAIST 경영대
학에서 느낀 감동을 작게나마 <Frontier>에
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에 저는 스위스 HEC에 교환학생으
로 또 다른 설렘을 안고 떠나갑니다. 다음
<Frontier>에서도 저의 설렘을 한 조각 보태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류용재 기자 _ 경영공학 석사과정
처음으로 참여한 지난 가을호는 시간에 쫓기
고 마음만 앞서,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아쉬움
이 많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씩 노력하다 보면‘스크랩하고 싶은’좋은 기
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rontier>는 도서관 아무 곳에나 널려 있는
재미없는 잡지가 아닙니다. 가려운 곳을 사정
없이 긁어줄 수 있는, 정말 필요하고 저절로
손이 가고 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즐거운 겨울 방학 보내세요!

최원준 기자 _ 2008 테크노MBA
KAIST 경영대학 학우여러분 반갑습니다. 회
사와 같은‘이익 추구 집단’
이 아닌 학교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고유의 문화와
가치가 상존하며 더욱 발전해 나아갈 가능성
이 무궁무진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만큼 학우들의 애정과 열정 어린 참여
가 필수겠지요. 1년 동안 KAIST 경영대학의
<Frontier> 기자로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소식
과 학교 발전에 대한 의견, 정책 등 다양한
소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선 기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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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MBA 모집, 역대 최대 규모 지원
1996년 국내 최초로 전일제 MBA 과정을 시작해 1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KAIST 경영대학의 2009학년도 MBA 모집에서 300여
명 정원에 788명이 지원, 2.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해 꾸준
히 지원자가 몰리는 KAIST 경영대학은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더 많
은 지원자가 KAIST MBA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대표 브랜드로 자
리잡은 테크노MBA는 3.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한국형 MBA의 출범 이전부터 MBA를 운영해왔던 KAIST와
성균관대의 2006학년도 모집 현황(2005년도 선발)과, 한국형
MBA 출범 이후인 2008학년도 모집 현황(2007년도 선발)을 비교
해보면 국내 MBA 시장이 약 3.3배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 KAIST MBA가 전체 규모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KAIST 경영대학 마케팅실 조사).
전덕빈 교수, 예측과학 분야 국제 유명 저널 종신 편집위원 선임
전덕빈 교수(경영/경제예측 연구실)가 예측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Journal of Forecasting>의 종신 편집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는 통계학 분야의 전통적 강자인 영
국을 위주로, 주로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이뤄
지는 <Journal of Forecasting>의 편집위원 구성
에서, 통계·예측 분야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
에서 에디터로 선임된 첫 사례이다. 특히 연구 중심의 KAIST 경영
대학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덕빈 교수는“국내 예측과학 분야의 연구력 향상에 전념해 우리
나라가 예측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편집위원 중에는 최근 노벨경
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R. F. Engle 교수와 제어 분야의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스위스의 R. E. Kalman 교수 등, 계량 경제와 시계열
분석, 마케팅 및 예측 분야와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다.
서주원, 이혜열 학생, 신한은행‘퓨처 페스티벌’공모전 수상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
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신
한은행‘Future Festival
2008’
에서 본교 테크노MBA
1년차 서주원, 이혜열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최우수상 없음)했다. 상품 전략,“나의 금융 비서, 신
한통장”
이라는 주제로 제안서 부문에 도전해 우수상을 탄 이들은 상
패 및 상금, GLP(Global Leadership Program)를 받았으며, 특히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12일 간 호주 해외 연수 프로그
램까지 제공받게 된다.
Deloitte Consulting Case Competition 수상
2008‘Deloitte Consulting Case Competition’
에서 본교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최종 결선 5팀 중에 1등 상을 수상했다. 올해
로 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 남희정, 최소연(이상 2008 테크노
MBA), 김경훈(2005 경공), 최혜란(2007 경공), 조윤석(2008 경
공) 등 5명은 보험 업계 CSR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1등의 영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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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았으며, 지난 1회 역시 2008 테크노MBA 이제석, 이종건, 박수
진, 이해연, 이현주 등이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3회 경영대학 External Advisory Committee 개최
지난 2008년 11월 10일 제3회 KAIST 경영대학 외부자문위원회
의(Exter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가 열렸다. 2008년 서
울캠퍼스를 방문해 본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 자문위
원들은, 경영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ELLM 과정 협약 및 아시아
우수 인재 장학생 확보, IT 분
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보
미디어경영대학원 글로벌 포럼
개최 등 현실화된 자문 결과에
격려를 표했다. 특히, 안병훈
신임 부총장의 비전‘Asia Top Business School’
로의 목표에 공감
하며 T자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이후
이어진 국제 경영대학 인증 협의회(AACSB) 평가 심사단과의 만찬
에서도 참가자들은 KAIST 경영대학의 강점 및 산학협력 관계에 대
한 조언을 덧붙이며 한국 최고의 경영대학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경
영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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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세미나, 분야별 전문가 특강 진행
가을학기 경력개발 세미나에서는 분
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수강생들이 경
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직무와
경력 관리 기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
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연사들은 직
무에 대한 설명과 산업 동향 등 미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해 재학생들이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역량 강화에 대
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날짜

연사

소속

주제

9/2

장동인 본부장

Ernst & Young

컨설턴트의 길

9/30

원형일 부장

HMC투자증권

한국금융시장

10/7

김효준 사장

BMW Korea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리더십

이성훈 이사

McKinsey

Brief Introduction of Mckinsey
and post-MBA Career Plan

박점희 전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부동산 펀드 운용실무

김영천 과장

KT

전략기획 업무 및 필요 역량

황윤욱 차장

Johnson & Johnson

Career path as marketing
expert

김태원 대리

Google Korea

Google E-Business Model &
Online Ads Strategy

11/4

조봉한 사장

하나 INS

<EBS 특강>
트렌드를 읽고 비전을 세워라

12/2

남지현 파트장

한솔제지

MBA 취업 전망

10/14

10/28

춘천마라톤, KAIST 문송천 교수 모금액 420만원 기탁
한국 최고 두뇌 집단인 KAIST가 춘천마라톤‘사랑의 레이스’
에동
참했다. KAIST 경영대학 문송천 교수와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26
일 춘천마라톤 대회에 앞서 손
수 모금한 420여만 원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기탁했다.
‘1m 10원 캠페인’
을 벌여온
문 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춘천마라톤 42.195㎞를 달리
기 시작했으며, 이번 대회로 춘천마라톤 10회 완주를 달성했다. 특
히 그동안 지인들과 함께 마련한 기부금만 3,000여만 원. 문 교수
는 이번에도 대회 조직위 측에 421,950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2008 홍릉 단풍길 걷기 - UCC 콘테스트
2008년으로 7번째를 맞은 홍릉 단풍길 걷기 행사가 특별한 이벤트
를 덧붙인 온·오프라인 동문 활동으로 화제를 낳았다. 2007년 경
영대학 동문회장을 역임한 정해
봉 에코프론티어 사장(1981 경
영과학 석박)의 제안으로 온라
인 등록 및 투표를 실시한
“UCC 콘테스트”행사를 통해
2007년 홍릉 단풍길 걷기 행
사에 참가한 동문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동문들도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KAIST 학사, 석사 동문이
6년간 카메라에 담아둔 대전 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아름다운 사계
절 모습도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8월 25일에 임용된 금융
전문대학원의 최원호 교수(사진 우)는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를 거쳐 2008년‘Univ. of Pennsylvania’
의‘Wharton
School’
에서‘Finance’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강의 구성

2009 석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2009 석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
사가“경력개발과 팀워크를 통한 네트워킹”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신입생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학교 소개 및 전공별 간담
회 등의 워밍업 시간과 학교 생활
과 경력개발에 대한 길잡이 시간
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본
격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및 동
문간에 팀워크를 다지고 네트워
킹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재학생 멘토들이 조별로 배
정이 되어 이틀 동안 프로그램 진행과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었으며 신입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시
상식과 공연, 다과 등의 신입생 환영회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되
었고, 약 200명의 신입생들과 재학생 멘토들이 참석하여 선후배의 의
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좌)는‘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를 거쳐‘Columbia
Univ.’
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으
며, 전공 분야는‘Financial
Accounting’
이다.

박용삼 동문,‘기업성장의 숨겨진 공식’출간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의 박용삼 연구위원(1993
경영공학과 박사)이 저성장시대로 대변되는 오늘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성장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
‘기업성장의 숨겨진 공식<생능출판사>’
을 펴냈다.
졸업 후 ETRI에서 IT산업 성장엔진 발굴과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신사업 투자 프로젝트에 몸담은 그
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관한 학
술논문, 언론 보도자료 및 컨설팅 보고서 등 최신의 자료와 연구 결과
를 반영하였다. 특히, 국내외 유수기업 사례를 통해 9개 카테고리의 성
장전략공식을 제시했고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조직을 만들기 위한 성
장관리방법론을 담고 있어 기업의 성장 전략 수립에 훌륭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용인 동문,‘욕구5단계설의 창시자 매슬로에게 경영을 묻다’번역
서 출간
양용인 동문(2000 테크노MBA)이 칩 콘리 저서‘욕
구5단계설의 창시자 매슬로에게 경영을 묻다’
의번
역서를 출간하였다. 세계2위 부티크 호텔 체인 창업
자이자 경영자인 칩 콘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IT 버
블과 911 사건 이후의 미국 초유의 불황에서 직원,
고객, 투자자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해
현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실화를 정리한 책으로 인터파크 북마스터
추천도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양용인 동문은 포스코경영연구소 책임
연구원과 이언그룹에서 선임컨설턴트를 역임하고 우리투자증권 및 우
리금융지주에서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온라인게임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임 테크노경영대학원장, 현용진 교수 취임
2008년 11월24일,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새로운
대학원장을 맞이했다. 이번에 취임한 현용진 원장
은 1989년 Univ. of Wisconsin-Madison에서
마케팅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브랜드 자산 분석, 마케팅과 관련된 공정
거래 문제 분석 및 거래비용 이론 등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신임 교원 임용
본교의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이 신임 교원을 맞고 새
출발을 다지고 있다.
2008년 10월 16일 임용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이재원 교수(사진

김정열 동문,‘인도 진출 20인의 도전’
에 KAIST MBA 인도 교환
학생 경험담 수록
비즈니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Cyber SERI에서 인
도 시장을 개척한 20인의 체험담을 담은‘인도 진출
20인의 도전’
을 출간하였다. 누구보다도 먼저 미지
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인
도 시장을 개척한 20인의 생생한 현지 리포트로, 저
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도인들의 모습과 인도 정착
을 위해 헤쳐 나왔던 현지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하
고 있으며, 현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정열
동문(2006 MIS MBA)의 인도 교환학생 경험담도 만나볼 수 있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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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세계 3대 콩
쿨인 스페인 Benicasim Tarrega 콩
쿨 수상자인 기타리스트 이성준은
섬세한 연주를 통해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전했다.

개인 기부자

올해로 세 번째 수료생을 배출한 현대기아자동차(HKMC) 글로벌리
더과정이 지난 8주간의 열강을 끝으로 2008년 12월 16일 대장정
의 막을 내렸다. 주요 임원을 대상으
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글로벌
시각, 전략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 진
행되었다. 최신 경영지식을 기업현
장에 적용하는 경영현안분석 프로젝
트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은 2008년
12월 그룹 내 정기임원인사에서 7명의 수료생이 승진자 명단에 이
름을 올림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였다.

최초로 특강을 시도해 신선함을 더
한 AIM(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송
년회는 올해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성희 책임교수는 “Dramatic
Choice”
를 주제로 영화와 의사결정
사례를 접목해 선택의 순간에 유용한 법칙들을 제시했다. 벌써 3회
를 맞이한‘도전! 골든벨’
에서는 각 기별 대표 주자들이 나서 AIM
동문의 변함없는 재치와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모듬북과 B-boy,
오페라 아리아가 어우러진 송년 콘서트는 모두가 손을 잡고 부르던
노래들과 함께‘2009를 위한 어울림’
의 장을 연출했다.

단체 기부자

2008년 10월 17일 시작된 제일모직 FBLP(Fashion Business
Leaders’Program)는 12월 19일 수료식이 진행되었다.‘패션 비
즈니스 리더 양성’
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브랜드
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
영수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 매주 금요일 하루 종
일 진행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부터 마지막 강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생과 교수진 모두
한결 같은 열정으로 참여했다. 덕분에 제일모직 최초의 외부교육은
대내외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는 4월 시작될
제일모직-FBLP 2기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도약할 이들의 두 번째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ATM(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송년회의 송년콘서트는
동문들이 각별한 기대를 표했던 프로그램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카운터 테너’
라는 매력적인 음색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
운터 테너, 바리톤, 테너의 환상적인 만남은 참석자 모두를 새로운
화음의 세계로 안내했고 또 한 번 차별화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
다. ATM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지도교수를 역임
한 이용경 의원,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깜짝 게스트로 참석해 반가
움을 배가시켰다.

경영자과정이 현대기아자동차, 제일모직, 아주그룹과 함께 진행한
‘Customized Program’
들이 수료식을 통해 유종의 미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별 수요에 따라 설계된 철저한 맞춤형 프로그램
인 만큼, 성취도와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AJU GMP과정 역시 오는 1월 17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2008
년 6월 13일부터 매주 금·토요일을 KAIST 경영대학에서 보낸 과
정생들은 연구프로젝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아주그룹의 사업
과 관련된 핵심 영역의 필수 경영지식 및 의사결정 능력을 집중 함
양했다. 특히 교통대 경영대학의“최근의 중국경제 현황과 우리기업
의 진출방안”특강, 중국 IBM에서의
기업방문특강 등이 포함된 상해경영
연수를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주요 사업 파트너인 중국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피부로 체험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모색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1기 과정생들이 아주그룹의 비전인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로 성장하는 기
반이 되리라 확신한다.
2008 송년회
어느 때보다도 뉴스거리가 많았던 2008년,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
는 올해도 경영자과정과 함께 하는 송년회였다. 이번 송년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과정별로 서로 다른 주제 아래 특색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EMBA 송년의 밤은 까만 밤하늘 아래 반짝이던 한강의 야경보다 함
께 한 시간이 더욱 빛났던 자리였다.“EMBA X-file”진행을 맡은
4기 조이섭 금호전기 이사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
했고 자작시“사례(Case)를 보내며”
를 발표, 참석자들의 폭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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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탁 소식
| 2008.10 ~ 2008.12

강철구(MIS 03)
양우생(테크노MBA 03)
이규성(KAIST 경영대학 교수)
유민장학회(오유방 변호사 AIM 9기)
Macquarie Group
| 2008.10 ~ 2008.12

테크노MBA 4기
김탁현, 이철희, 임효만, 추규정
IMBA 1기
구강본, 김경인, 김재명, 김철민, 김학필, 박병욱, 박진백, 유용규,
조재훈, 최병석, 최종진, 한수호, 현권익, 호현욱, 홍순재

경영자과정 동문 승진 소식 (2009년 1월 6일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기아자동차 신종운 사장(AIM 29기), 김걸 이사, 이재록 전무(이상
2008 HKMC)
전자신문 신화수 부국장(ATM 11기)
티맥스 소프트 문진일 대표이사 사장(AIM 28기)
한국 애보트 지동현 부사장(EMBA 3기)
현대자동차 김원일 전무, 박정길 상무, 이기상 상무, 최인 상무, 한
태식 상무(이상 2006 HKMC), 공영운 이사, 김시평 이사, 장영탁
이사, 지해환 전무, 한용빈 이사(이상 2007 HKMC), 권혁동 이사,
박동욱 상무, 신영동 전무, 임태원 이사, 정배호 이사(이상 2008
HKMC)
LG 서브원 김명득 전무(AIM 29기)
LG 이노텍 류시관 전무(AIM 28기)
LG 전자 박희찬 상무(EMBA 2기)
LG CNS 백상엽 전무(ATM 9기)
SK C&C 정재현 부사장(ATM 9기), 조영호 전무(AIM 26기)

2009년 KAIST 총동문 신년교례회
KAIST 경영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기축년 새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만‘KAIST 경영대학 동문들의 긍정의 힘’
이 더욱 빛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신년교례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욱 느끼실 수
있도록 호텔이 아닌 KAIST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KAIST 관련 유명인사
들과 새 해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안병훈
일시
장소
참가비
부부동반
참가비납부
문의

2009.1.17(토) 오후 6:00
KAIST 서울캠퍼스 특설무대
100,000원(40세 이상) / 50,000원(40세 이하)
150,000원(40세 이상) / 80,000원(40세 이하)
우리은행 270-139249-01-002
(예금주: 카이스트총동창회)
KAIST총동문회(Tel: 042-350-2091)
e-mail: alumni@kaist.ac.kr

※참가비는 전액 학교 발전 재원으로 기부되며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예약 및 참가비 납부로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C(최고컨설턴트과정)는 15기 수료식과 함께 총동문 송년회를 가
졌다. 특히 서거원 대한양궁협회 전무의 특강‘세계 양궁 1등을 지
킨 승부전략’
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었
다. 4개월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수
료식을 마친 15기 그리고 선배의 이
름으로 이들을 축하하는 동문들 모
두가 함께 어우러져 또 한 번의 파이
팅을 다짐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과정별로 각자의 색깔 있는 이야기
를 통해 2009년을 시작할 새 힘을 나누었듯이, 새해에도 경영자과
정 동문들이 전해줄 반가운 소식들을 기대해 본다.

동문 서비스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난 한 해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
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께는 발전기금 납부
후 2주 이내로 영수증을 송부해 드리며, 영수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원하는 분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발급 절차

동문 평생 교육 지원 - 정규 강의 수강 제도

1. 발전기금 약정
온라인 약정서 작성
(http://business.kaist.ac.kr/fund/html/agreement.asp)

2009년부터 본교 졸업생이라면 언제든지 모교에서 개설되는 정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느꼈던 학문적 보완이
필요한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발전기금 납부
우리은행 270-003359-01-005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원)
3.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위한 인적 사항 이메일 송부
인적 사항: 발전기금 입금일,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우편 수령 주소(회사 가능)
보내실 곳: nrjung@business.kaist.ac.kr
문의: 발전기금 담당자 정나래(Tel: 02-958-3249)
영수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오니, 수령하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졸업생 메일 계정을 통해 일괄 안내
수강 신청
2009.1.19(월) ~ 1.21(수), 이메일 신청
수강자 확정 수강 인원 고려하여 결정
⇨ 1.28(수) 홈페이지 및 이메일 통보
신청 및 문의 동문 및 발전기금 담당자 정나래
Tel: 02-958-3249
e-mail: nrjung@business.kaist.ac.kr
※상세 내용은 Find People에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 예정이오니
Find People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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