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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Management
환경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화두이자, 지속 가능
한 인류 번영을 위한 당위입니다. 환경은 더 이상 어
떤 선언도, 구호도 아닙니다. 필연적인 법칙이며, 그
리하여 명백한 실천 과제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
이 이미 환경경영을 표방하는 이유도 환경경영이 곧
기업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미래 경영의 핵심인 까
닭입니다. 기업의 생존 역시 환경이라는 삶의 토대
위에 존재할 뿐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곧 KAIST 경영대학의 미래 인재
들에게 커다란 사명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KAIST 경영대학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미래
가치 실현의 다른 이름인 까닭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건강하고 가슴 벅찬 KAIST
경영대학의 열정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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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우수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생각한다
안병훈 신임 KAIST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김대진 기자

지난 8월 19일 임명된 안병훈 KAIST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그는 1978년
부터 KAIST 교수로 재직하면서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대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상한 어투
로 KAIST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와 KAIST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었다. 새로운 출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
는 안병훈 부총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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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임 부총장으로서의 다짐이 있으시다면…

KAIST MBA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경영공학과는 이미 1980년부터

KAIST 경영대학은 설립 이후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다지기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식의 MBA 과정을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한 곳이

다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의 도약을

KAIST입니다. 한 마디로 국내 경영학 시장에서 KAIST는‘개척자’
의역

위해서는 그동안 차분히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연구 분야나

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모든 것이 미지수였던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정보, 환경, 신금융 등 21세기 핵심 분야를 아

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을 위해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MBA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 대해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KAIST’
라는 브랜

매우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서구권에서도 막 시작하는 단

드 면에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구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였으니까요. 이는 곧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

KAIST 경영대학이 3개 대학원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조직이 다원화되어,

만, IMF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에 IMF 때 금융 분

설립 초기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이 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

야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학원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KAIST의 이러한 선견지명에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이

러한 노력은 곧 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경영대학 설

외에도 KAIST가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자, 금융, 정보미디어 분

립 초기, 모든 교수가 힘을 합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교

야를 확대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3개 대학원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

수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KAIST와 학생들에게 몰입했습니다.

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성

학생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설립 초기에 비

장통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KAIST’
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재가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들
어보면 우리 KAIST 졸업생들에게서 굉장한 차별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KAIST 경영대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KAIST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KAIST에서는 강의만 듣는 것

KAIST MBA의 목표는 우리나라, 특히 민간 부문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이 아니라 팀 스터디, 토론, 프로젝트 등 계속해서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양성하는 것입니다. 경영, 기술, 정책에 능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사

분위기가 있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람, 즉 균형감 있는 전천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는 점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들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제공

로 T 또는 π
자형 인재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넓게 볼 줄 알면서도 특정

하고 있으니, 학생들 역시 글로벌 수준의 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전문 분야에서는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너럴리스트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인턴십 등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갖

(Generalist)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양분되는 시장에서 T자형 인

추어야 합니다.

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경영공학 석·
박사 과정을 통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목

글로벌화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표입니다. 이를 위해 KAIST는 양이나 규모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프로그

KAIST MBA는 설립 이후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으로 인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부문을 강화하여 이론에도

정받는 MBA가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나 협력 사업에 필요한 AACSB 인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수한 교수가 찾아와 자긍심을 갖고

증도 2003년에 받았습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5~6번째에 해당합니

일하며,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이를 지원하는

다. 또한 KAIST는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AAPBS)를 주도하고 있

직원들 역시 자신의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학교가 되는 것이 목표입

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적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 교환, 공동 연구,

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라는 명성은 이에 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칭화대학, 일본의 게이오

각합니다.

대학과 함께 한·중·일 경영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KAIST가 국제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학교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

국내 타 대학과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다. 해외 유수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한

KAIST의 성공 이후 타 대학들도 정부 당국과 협의하여 MBA 프로그램

예입니다. 앞으로도 KAIST는 지속적인 국제적 활동을 통해 세계 수준의

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MBA 시장은 경쟁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

교육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습니다. 이 중 몇 개 대학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아직 의미
있는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 대학들과 KAIST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2~3년 후에 이 대학들은 우리와 상당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경쟁자가 없던 시절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
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경쟁을 통해 국내 MBA 시장이 활성화되고, MBA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학들이 국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협력하여 경
영교육 시장을 키우고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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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지금, KAIST 경영대학은 다져야 할 시기

안병훈 교수 _ KAIST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13년 전 국내 최초의 전방위 경영대학원을 설치하고 정착시키며 성장시
키느라 모든 구성원들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 설립
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음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
홀로 독야청청하지 않고, 한국의 경영교육, 특히 MBA 교육시장을 개척하
고 타 대학들과 공생하고 협력하는 선도역할을 하였음도 뿌듯한 일이었
다. 더구나, 통상적인 경영교육의 틀을 깨고, 21세기 전략분야에 항상 도
전하고 변화하면서 앞길을 개척해 나왔던 모습도 자랑스럽다. 기술과 경
영의 접목은 물론이고, IMF 외환위기 발생 2년 전에 위험관리 및 파생상
품 등 금융공학 과정을 설립하여 정착시켰고, 통신·정보 특화 MBA로 출
발하여 컨텐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확장하는 정보미디어
MBA로 변신하였으며, 너무 앞선 듯한 Green MBA는 최근에 와서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업의“책
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의 패러다임을 국내 처음으로, 아니 국제적으로도
선두그룹에서 정착시키고 있는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
과 변화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아마도 어느 타 대학도 좇아오기
어려운 우리학교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역량은 정부에서도 인정하여, 2006년에는 동북아 금
융허브를 위한 금융전문대학원과 전세계를 선도할 정보미디어 인력을 위
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설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 신규
대학원들도 기존의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못지 않는 대학원으로 정착시키
느라 해당 분야 교직원분들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
나 이러한 성장의 뒤안길에서 성장통을 앓게 된 측면도 있다. 3개 대학
원 외에도 다수의 임원 교육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60
여 명 전임직 교원들로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들이 학교 곳곳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조직들간의 상호 배려와 시
너지를 가능케 하는 Governance Mechanism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상호 선의의 경쟁이 소모적 경쟁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식을 더
욱 강화해야 하는 숙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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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혹시 소홀히 했거나 잃어버린

다. 이를 위해서는“모두 다 잘하겠다”
는 한낱 장미빛 수사(Rhetoric)에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KAIST라

그쳐서는 안되고, 합당한 조직구조로의 개편과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는 이름 하에서 항상 간직해 왔던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

메커니즘과 미래예측이 가능한 제반 제도 등 시스템과 인프라가 선행 구

이 지켜져 왔는가 이다. KAIST는 1971년 설립이래 경제성장 초기의 어

축되어야 하고, 상호 경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시너지를

려움 속에서도 학문적 수월성의 전통을 구축하고, 고도의 이론과 응용연

찾는 자율적 공동체적 학교 문화가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박사과정

구의 기틀을 정립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십 수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우

도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미

리 경영대학은 과연 이러한 KAIST의 명성에 부합되는 길을 걸어 왔는

이를 위해 박사과정 특별 TF팀도 구성하였고, 필자도 정책의지를 갖고

가? 우선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Yes라 하고 싶다. 우리는 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개설 운영하면서 항상“질”
을“양”
에 앞서 강조하고“철저함”
과“열정”
으
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며, 이에 걸맞는 결실도 이루었다고 믿는다. 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대학의 3개 축, 즉 교육(Teaching and

지만, No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Learning), 연구(Research) 및 기여활동(Outreach and Contribution)간

는 지식을 전파하고 소비하는 일(Knowledge Distribution and

의 균형을 잡아가게 될 것이고, 소위“학교다운 학교”
의 모습을 만들게

Consumption)에는 열심이었으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될 것이다. 우리학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는 아시아의 최

(Knowledge Creation)에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 경영대학,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앞서 가는 경영대학이 되는 것이다.

우수 국제학술지의 논문게재에서, 우수 학생들로 붐비는 박사과정 운영에

우수한 교수가 찾아오고, 우수한 교수들이 떠나기 싫어하며, 우수한 학생

서 국내 경쟁자가 없었던 KAIST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은 희미해진 것은

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하지만,

아닌가. 특히 경영대학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

이는 멀리 바라다 보아야 할 비전이고 방향이다. 우리는 먼저 넘어야 할
개울들이 있다. 이 개울들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다지는 과정”
이

KAIST 경영대학은 지금까지와 같이 균형감각을 갖춘“넓은 시야를 갖추

다. 이를 위해서는 현 조직 구성원들이 긍지를 갖고, 소명감을 느끼며,

면서도 한 두 분야에 깊이 파고 들 수 있는 T자형 인력”
의 양성에 철저한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양적

교육과 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를 이끌어 갈 선도 경영인

성장이나 성급한 프로그램 확산보다는 우리의 간판 프로그램들과 KAIST

들을 위한 교육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지식

특유의 차별화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을 창출”
하는 학술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사과정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다지기 과정”
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

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문적 수월성에서도 선도적 위치

로소 글로벌 무대로 향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저력과 발판이 마련

를 되찾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하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KAIST 경영대학 내의 프로그램들과

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구축하여 온 모든 성과가 빛을 잃기 시작할

3개 대학원들도 함께 성장하고 같이 다져지게 될 것이다.

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리도 노력한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및 고위과정들도 경쟁자들 위로 우뚝 서지 못하
고, 점차 그 많은 경영대학들 중의 하나로 서서히 내려앉게 될 지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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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공일 _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경제담당특별보좌관

2007년 우리의 일인당소득은 2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당
시 일인당소득이 우리의 2배 또는 3배 수준에 있었던 이웃 필리핀이나 태국,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를 부러워
했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 나라의 일인당소득이 500~3,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 모두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생성된 140여 개국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로, 모든 후발 개발도
상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한강의 기적”
을 만들어낸 나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40여 개의 고소득 국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4만 달러, 5만 달러 수준의
높은 소득을 향유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일류 선진국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Economic Growth Potential)을 최대한 배
양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을 최대한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국정의 우선 순위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직
속기구로 상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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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성장잠재력에 있다
현재 세계 유수의 기관들은 매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KAIST 경영대학이 파
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는‘World Economic Forum(WEF)’
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이다.
WEF의 2007~200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2006년의 23위에서 2007년에는 11
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스위스에 소재하는‘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IMD)’
의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2007년 29위에서 2008년에는 31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느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정확
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선 정부 스스로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규제 개혁과 공공부
문 개혁 등을 서둘러 우리의 경쟁력 순위를 빠른 시일 내에 두 배 이상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우리가 노력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현재의 두 배 이상 개선할 수 있으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현재
의 5% 내외 수준에서 적어도 6%~7%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국내외 민간 투
자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에 출범 6개월을 맞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가 그동안 각종 규제개혁에 전력을 경주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는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줄이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법이 새로 제정된 결과, 지금까지 평균 길게는 48개월 짧게는 24개월까지 소요
되던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산업단지 분양가도 각종 규제개혁으로
20~40% 수준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되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
업인에 대한 처벌 위주의 행정제재 처분과 소위 양벌규정 등 행정형벌의 대폭 개선 등을 통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을 높이는 일의 중요성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은 법·질서 준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KDI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의 준법 수준을 OECD 평균만큼만 끌
어올려도 매년 1% 포인트의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나 지역
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와 관련기관 등
과 긴밀한 협조로 마련하고 있다.

2008년 가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결실을 맺을 것
정부의 관련부처 장관, 여당정책의장, 경제단체장, 노동조합 대표, 소비자 대표, 외국투자기업 대표, 일부
기업인과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새로운 개혁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난달 회의 결과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운
영하면서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 해결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일과 함께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나서 타개해 주는 일
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가을 국회에서 현재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관련 법률들이 제정·
개정된다면, 머지않아 국내외 기업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기업투자 또한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경쟁력 평가 서베이에도 충분히 반영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 또한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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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그랜트,
스톡옵션의 문제를 해결한
경영진 보상제도
박광우 교수 _ 금융전문대학원·이준강 연구원 _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연구실
스톡옵션(Stock Options)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

준이 책정되는 여타 보상 수단과는 달리 기업의 주가가 보상의 척도가 된

으로 사용되어 온 임원 보상제도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의 부

다. 이때 기업의 주가는 많은 외부 변수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

여가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

영진의 노력과 상관없이 보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에서도 최근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나 금

스톡옵션 제도 아래에서는 동종 산업의 경쟁 업체보다는 월등히 성과가

융기관에서는 스톡옵션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대안

좋았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는 경영진에게

으로 스톡그랜트(Stock Grants)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의
증권시장 호황기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스톡옵션을

사하여 막대한 보수를 실현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경영진의 노력 외에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초 성과연동형 주식증여제도(Performance Shares)

증권시장의 호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듯 장기 성과급으로써의 스톡

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난 수년간 스톡옵션이 초래한 부정적

옵션이 과연 효과적으로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상 제도인지 의문점이

인 결과들이 많은 기업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또

기업들에서는 주식시장 호황 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임원에게 큰 보상

한 경영성과 자체가 시장 상황에 연계되어 측정되는 한계가 있다.

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가 부양을 위한 회계
부정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한 투자안을 선호하게 하는 등 많은 문

경영진의 회계 조작 가능성: 스톡옵션은 행사 가능 시점이 분명히 명시되

제점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스톡옵션 보유자가 투자에

어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이 목표 연도의 주가 부양을 위한 회계 조작을

실패하여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보지 않는 반면에, 주가 상승 때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영진은 수익과 비용의 회계 상 처리

큰 이익을 실현하는 비대칭적 보상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자신의 스톡
옵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반면에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스톡그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와 경

회계 부정 사건인 엔론(Enron) 사태는 스톡옵션이 지닌 회계 부정 가능

영진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된다는 점이다. 즉, 스톡그랜트는 스톡옵션과

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석승훈(2006, 21C 금융비전포럼 Series)의 연

는 달리 현물 주식과 같은 대칭적인 보상 구조를 지니므로 주가가 하락하

구에 의하면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사외이사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

는 경우 경영진은 주주와 함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

200명에 대해 총 14억 달러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이 중 스톡옵션에 의

은 보유한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기업의 장기 주가 증대

해 지급된 부분이 10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동 연구에 의하면 과도

에 노력하는 한편 프로젝트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 최근 스톡옵

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점

션 제도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스톡그랜트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이 지적되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스톡옵션을 단기에 행사해야 할 경우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 가치 제고에 있어 어떠한 보상 체계가 적절

가 많아 경영진은 회계 조작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할 유인이 컸다.

한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톡옵션의 문
제점들을 살펴보고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톡그랜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 투자에 대한 선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임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통상 2~3년 정도의 행사 제한기간
을 두고 있다. 이후 일정 행사기간(통상 경과기간포함

스톡옵션 제도의 어두운 면들
경영 실적과 무관한 경영진 보상: 경영진에 대한 보상

10년 이내)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경영진은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사 운영을 계획하게

수단은 기본적으로 경영 실적에 근거하지만, 스톡옵

된다. 위험이 큰 프로젝트의 실패 때 기존

션은 재무지표 및 영업지표 등을 기준으로 급여의 수

주주가 그 손실액을 떠안게 되므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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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사 결정 때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스톡옵션의 지급으

되면 주식이 도로 회사에 귀속된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제한기간을

로 경영진은 위험한 장기 투자안에 손을 뻗칠 유인을 갖게 된다. 더욱이

10년으로 길게 책정하는 기업이 많다. 제한주식은 스톡옵션과는 달리 주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공시 부담 경

가 하락에 따라 제한주식 보유자의 부가 감소한다. 따라서 제한주식은 스

감 등을 사유로 스톡옵션의 행사 관련 공시의무를 없앴고, 이는 스톡옵션

톡옵션과는 달리 대칭적인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영진에게 회

보유 임원의 위험 선호 성향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를 위한 장기주가 제고에 힘쓰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전술한
바처럼, 미국에서의 제한주식 증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큰 폭의 상승

스톡그랜트, 대안적 경영진 인센티브 제도

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옵션에 비해 다소 생소한 명칭의 스톡그랜트는 사실 그동안 많은 중

성과연동형 주식증여제도(Performance Shares): 성과연동형 주식증

소기업이나 벤처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급여 및 성과급 대신 증여하던

여제도는 사전에 계약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경영진에게 자사의

회사 주식의 기본 원리와 유사한 보상 제도이다. 최근 Dittmann and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기간은 대개 2~5년으로 설정되며

Maug(2007, Journal of Finance)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소유

보상 기간의 초기에 보상위원회가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등의 성과 목

주가 경영진의 노력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보상비용을 절감할 수

표치를 설정하고 임원들에게 일정 수의 주식을 할당하게 된다. 보상 기간

있는 방법은 스톡옵션 부여를 줄이고 주식의 직접 증여를 확대하는 것이

의 마지막 시점에 경영진이 획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보상기간 동안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비롯한

목표달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스톡옵션 제도가 지나치게 주가에

다수의 기업이 스톡옵션 부여량을 줄이거나 스톡그랜트의 비중을 늘려온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확한 성과연동이 불가능했지만 성과연동형 주식증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여는 경영진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스톡옵션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최근

없다. 이는 경영진의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보너스의 성격을 지

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이 폐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조업

니는 한편,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

에서는 삼성전자가 2005년도에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한 후 3년 단위의

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보상체계를 바꾼 국민은행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

은 2008년 3월 주주총회에서 향후 3년간 최대 14만주 이내에서 성과

년간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2006년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을

연동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 역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SK텔레콤 역시 2003년 이후로는 스톡옵션을

스톡옵션을 줄이면서 성과와 연동된 현금 및 주식으로 이를 대체하는 추

부여하고 있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최초로 스톡옵션 제도를

세에 있다.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연동해 주식을 제공하는 스톡그랜트 제도를 2008
년 새로이 도입하였다.

임원의 고정급여 비중이 크고 변동성급여가 적었던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최근 성과 중심의 임원보상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보상 구성에

스톡그랜트는 보상 구조가 비대칭적이었던 스톡옵션과는 달리 현물 주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의 하나인 스톡그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

과 같이 대칭적인 보상 구조를 지닌다. 즉, 위험한 투자를 하여 실패할

주와 경영진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진은 보유

경우에 스톡옵션 보유자의 손실은 거의 없는 것과는 달리 주식 보유자는

한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기업의 향후 주가 부양에 힘쓰

주가 하락과 함께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해

는 한편 위험한 프로젝트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스톡그랜트 제도 하에서는
경영진이 단기 매각을 할 수 없는 주식 보유자로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그러나 스톡그랜트 제도도 완벽한 제도라 할 수는 없다. 임원이 현재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자신의 보상을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은 장

긴요한 소비를 위해 증여된 주식을 처분하는 데 제한이 있고, 증권시장의

기 주가를 증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인재 양성, R&D

불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주가가 개별 기업의 경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

등의 투자 프로젝트도 고려하여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임원보상 제도

되는 것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톡그랜트

는 스톡그랜트 이외에도 현금 인센티브와 같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경영진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기 보상 수단을 병행하는 제도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주식 증여제도(Restricted Stock Grants): 제한주식 증여는 매매
나 양도가 제한된 보통주를 증여하는 제도이다. 경영진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즉, 수
혜자는 제한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와 배당 지급 등 조건부 소유권을 가지
게 된다. 제한 기간의 장단은 각 기업의 경영 목표와 관련하여 신축적으
로 결정되는데, 임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기업에 근무하면 이러한 제한이

본고는 한국증권연구원이 발간하는 자본시장포럼 2008년 여름호에 게재된 공저자들의 논
문“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기업 가치-스톡옵션의 어두운 면과 대안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
심으로-”
의 내용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영진 보상제도의 전개 추이나
스톡그랜트의 보상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기 논문이나 김창수 교
수가 저술한 <스톡옵션과 보상설계>(2000, 서울: 신론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없어지고, 제한주식은 수혜자에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식으로 귀속된
다. 만일,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직원이 기업과의 관계를 종료하게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11

RESEARCH ZONE _ 정보미디어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하여
김영걸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엔터테인먼트산업 연구실
한국 영화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전체 시장은 포화된 상태이고,

반면, 선두 극장 체인들의 좌석 판매율이 전국적으로 30% 안팎에 그치

한국 영화 편당 관객수는 2004년 35만 명에서 2007년 27만 명으로

고 최근 들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전체 영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 2005년 7,6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한류 열풍을

도 우리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공격적으로 신규 영화관들을 개관하고 있다

일으켰던 한국 영화 수출은 2007년 1,200만 달러로 추락하고 만다.

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 멀티

이런 와중에 작품성과 상관없이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2003년 64편

플렉스 체인들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성공요인들을 몇 가

개봉에서 2006년 110편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국의 스크린 수는

지 짚어보자.

2000년 이래 3배나 증가해 2,000개를 넘어섰다. 2005년 스크린쿼터
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

첫째, 영화 사업은 80:20으로 대변되는 파레토의 법칙이 철저히 지켜지

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이 높았던 2006년 60.6%의 자국 영화 점유율은

는 현장이다. 10년에 한 번 극장에 올까 말까 한 주변관객을 동원하기 위

올 상반기 37.2%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해 신문·방송 광고에 마케팅 비용을 융단폭격 식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인터넷 예매 등을 통해 자사 회원으로 등록한 관객들에게 개별화된

‘엔터테인먼트산업 연구실’
에서는 지난 2001~2005년 국내 3대 멀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관객들을 한 달에

플렉스 체인인 CGV, 메가박스, 롯데씨네마의 고객 관리 및 정보화 진단

두 번 보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007~2008년에 걸쳐 KT의 IPTV

적인 고객관계 관리(CRM)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이 필수적일 것이다.

사업인 메가TV 사업진단 및 전략수립 프로젝트, CJ엔터테인먼트와의 영
화 장르 재분류 산학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 수행 결과를 바

둘째, 위와 같은 CRM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탕으로 향후 한국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이슈들

예매 고객의 비율을 현재의 30~40%에서 60~7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처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갖추어 있
지 않고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이고 바로

멀티플렉스 체인의 핵심 성공요인

여기서 우리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

1998년 CGV 강변극장이 개관하면서 한국에도 멀티플렉
스 영화관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어 메가박스, 롯데씨네
마 등도 새로운 멀티플렉스의 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단순히

셋째, 현재와 미래의 수익성을 보이지 않게 잠
식해 버리는 이동통신사, 패밀리 레스토랑 등 무
분별한 제휴 할인 마케팅을 지양해야 한다. 새로

기존의 스크린 하나짜리 영화관보다 동시

운 고객을 창출하거나 다른 경쟁 영화관으로 기존 고

상영 영화 편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

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몰라

영화관이라는 장소가 영화만을 보는 곳이

도, 그저“다른 영화관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
는식

아니라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의 무분별한 제휴 마케팅은 할인 카드 처리하느라 늘어나

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영

는 판매 창구 처리 시간 및 인력, 고객 대기시간 증가, 이로

화관의 하드웨어적인 발전과 때를 맞추어 수많은 국제 영화

인한 객장 혼잡 및 구내 매장에서의 매출 감소 등 당장

제에서의 수상과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객장에서의 영업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괴물> 등 인구 4,500만 명의 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

는“영화란 30~40% 할인 받고 보는 문화

원하는 영화들이 거듭 나올 정도로 한국 영화의 소프트웨어
또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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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우리 영화
산업의 미래인 10~20대들에게 세

Competitive Power of
Korean Movie Industry

뇌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DVD 시장을 최소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영화 제작
사·배급사들에게“사고의 전환”
을 기대해 본다.

부가판권 시장의 활성화
한국 영화산업 위기의 배경에는 시장 수요를 무시한 과도한 제작 편수나

향후 연구과제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해외 수출시장에 대한 미숙한 접근 등

현재 전 세계 영화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제작·배급·상영·부

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가판권 판매의 관행과 공식에 지각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

나 일본과 달리 거의“실종 상태”
에 있는 DVD 판매, 렌탈 등 부가판권

다. 조지 루카스, 지아장커, 홍상수 등 각국의 저명한 감독들이 필름을

시장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흥행의 극장 의존도가 30~40%

탈피한 채 디지털 영화 제작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기존의 유

인 미국에 비해 70% 이상을 극장 수입에만 의존하는 한국 영화들의 경

통 채널 간 보류 기간(Holdback Period)을 무시한 채 극장·케이블·

우 극장 흥행에서 실패하면 투자비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DVD 동시 출시(<Bubble>, 2006)를 시도하거나 웹에서 먼저 상영 후 극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나라에서는 이토록 DVD가 팔리지 않을까? 영화계

장 상영에 들어가는 독립영화들(<Four-eyed Monster>, 2005 /

사람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Secret>, 2006)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데 우리보다 불법 다운로드가 더 만연한 중국에서는 최대 DVD 제작사인

PMP(Personal Multimedia Player)나 휴대폰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젊은

조크컬처나 워너 홈비디오사 등이 2006년부터 두 자릿수의 영업 이익률

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메이저 영화 배급사들은 기존의 프린트 필

을 내며 정품 DVD 판매의 열기를 올리고 있다.

름 대신 디지털 영화들을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영화관들로
배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향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갑자기 중국 공산당에서 영화의 인터넷 불

연구과제들은 자명하지 않을까? 지면상 7가지만 소개해 본다.

법 다운로드를 금지시킨 것일까? 아니다. 중국에서의 정품 DVD 시장 확
대는 순전히 고객 중심으로 돌아간 현명한 경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즉, 자국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에 합당한 2,000원 안팎의 가격(중국에

디지털 제작, 배급, 상영과 관련한 영화산업 가치 사슬의 재구성

서의 DVD 생산 원가는 233원 정도)으로, 또한 극장에서 이미 영화를

IPTV, Mobile TV등 신규 채널에서의 영화콘텐츠 유통전략

보았거나 볼 기회를 놓친 팬들이 가장 구매하고 싶어하는 개봉 종료 후

Wireless, Mobile 세대들의 영화콘텐츠 소비패턴 분석

1~2주 이내의 시기에 정품 DVD를 출시함으로써 개당 700원 정도 하
는 믿을 수 없는 품질의 불법 DVD를 사는 대신 중국 영화 팬들이 서서

영화 Distribution Window 간의 Holdback Period 축소 및 조정

히 정품 DVD 구매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부가판권 시장의 출시 우선순위 및 시장판도 변화 분석

정품 DVD를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미국보다도 비싼
25,000원 가격으로, 개봉 종료 후 2~3달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사라졌을 때쯤 출시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DVD 소장 문화가 없다고 한탄

Apple, KT, SKT 등 기술회사들과 메이저 제작사들과의 역할 분담
및 협상전략
디지털화에 따른 영화콘텐츠 불법 복제, 전송 방지 기술, 제도

하는 사람들에게 강남역, 삼성역, 홍대입구역 등 번화가 지하철역을 한
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형편없는 품질의 불법 DVD를 3,000~
4,000원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한국에서도 개봉
종료 1~2주 뒤에, 영화 및 간단한 배우 프로필 정도가 담긴 정품 DVD
를 9,900원 정도에 멀티플렉스 안에서 진열·판매한다면 아마 현재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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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ZONE _ 생산경영

모듈화와 아키텍처 기반 경쟁

이승규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생산경영 연구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비즈니스 아키텍처와

폐쇄적 아키텍처 전략을 고수한 애플이 제품의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저가

모듈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듈화는 기업이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격과 다양성이라는 개방형 아키텍처의 강점을 이용한 PC에 완패한 것은,

기존의 통합형에서 모듈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내·외부의 복잡성을

개방형 모듈화 아키텍처의 강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IBM PC의 아키

통제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제품과 조직의

텍처 승리는 컴퓨터 산업의 경쟁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가치 사슬

모듈화를 통해 시장과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기

의 핵심을 장악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술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면서 지속적인

아키텍처의 창시자인 IBM은 PC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산업경제 관점에서 보면 모듈화는 새로운 모듈 전문 기업의 탄생을 가져

우리나라 기업의 아키텍처와 모듈화 논의

와, 부품 생산 기업에게 판로 다변화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연

아키텍처 전략은 제품·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좌우되지만 동일

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방형 모듈화 전략을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의도와 역량 수준에 따라 추구하는 아키텍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온 중국 제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처의 방향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후지모토(Fujimoto)는 환태평양 국
가의 아키텍처 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경제 발전 과정과 경쟁 역량의

시스템의 구조를 뜻하는 아키텍처는 모듈형과 통합형, 개방형과 폐쇄형으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 전략을 갖는다고 하였다. 일본

로 나눌 수 있다. 모듈형은 각 부분(요소 또는 부품)의 기능이 명확히 분

은 기술 집약적 통합화 전략, 미국은 기술 집약적 모듈화, 한국은 자본

리되는 것이고, 통합형은 각 부분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며, 역으로 한 기

집약적 공정 중심의 모듈화, 중국은 노동 집약적 모듈화, 대만은 통합화

능도 여러 부분의 협력으로 완성되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모듈이 분리

와 모듈화를 병행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노동 집약적 통합화의 길을 가고

가능하려면 모듈별 기능과 모듈 간 연결을 위한 표준(Interface

있다고 하였다.

Standard)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때 설계의 최적화는 모듈형에서
는 부분 최적화만이 가능하지만 통합형은 전체 최적화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아키텍처와 모듈화 논의를 자세히 보면 현재 가장 활발

개방·폐쇄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개방형은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 제

하게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의 제품 아

품의 아키텍처를 개방해 누구든지 하위 시스템이나 전체 시스템을 제작할

키텍처는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폐쇄적 통합형 아키텍처를 따른다. 모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폐쇄형(Proprietary Architecture)은 제품의 아키

모듈은 전체 제품 설계의 통합성(Integrity)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아

텍처를 자사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 다른 회사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키텍처이다. 그래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모듈화는 주로 제조 복

것이다. 대개 개방-모듈형, 폐쇄-통합형 아키텍처가 서로 잘 맞지만 개

잡성을 줄이고 조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조립 중심의 모듈화이다. 전자

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된다.

산업은 플랫폼 기반 제품 설계 방식이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고 실
행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백색가전 산업에서

개방적 모듈화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PC의 아키

제품 다양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가 진행되어 가전제품 생산

텍처를 들 수 있다. 우리가 PC를 선택할 때에는 고속 계산을 필요로 하

라인의 길이를 1/5로 줄인 혁신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

는 엔지니어 업무용, 사무용, 고속 그래픽과 사운드 처리를 요하는 게임

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자 산업도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및 오락용 등 용도에 따라 CPU, 메모리, 그래픽 보드 등의 성능과 규격

생산자 관점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을 정해서 마음대로 PC를 조립할 수 있다. 특히 조립형 탁상용 PC의 경
우는 완전히 개방적인 모듈화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모든 주요 구성 부

원래 모듈화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주문 조립생산(Build to Order, BTO)

품을 모듈별로 구매해 조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을 통해 제품 다양성과 고객화라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회사가 폐쇄적 통합형 아키텍처에 가까운 전략을 쓰고 있다. 과거

모듈 전문화를 통해 동시적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IBM PC와 애플의 매킨토시가 개인용 컴퓨터의 왕좌를 놓고 경쟁할 때,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설계 유연성과 신제품 개발 속도를 제고할 수 있

14

| 2008 Autumn

Hybrid Electromobile Architecture

고, 생산 네트워크 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전체 가치 사슬의

영의 경쟁은 PC 대 Mac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어느 아키텍처가 더 우수

생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화의 장점은 개방형 모듈화

한 지지자를 많이 포섭하느냐의 경쟁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폐

아키텍처에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

쇄적, 통합형 아키텍처와 부합하는, 계열화된 강력한 공급 사슬을 갖고

적인 제조업의 경우 조립 중심의 모듈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 기획과

있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좀 더 개방적이고 모듈성이 강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의 아키텍처를 모듈화의 이상에 맞는 방향으로

전기 자동차 아키텍처에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의 아키텍처 전략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양에 대하여 주문

은 개념 설계까지 특허를 내서 네트워크의 개방적 확장 가능성을 원천 봉

조립 생산이 가능한 기능 조합형 모듈 중심의 모듈화로 전환할 수 있는

쇄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 지향적 폐쇄적 태도는 전 세계 다른 자동차 회

새로운 아키텍처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사들의 협력을 조장하는 경향을 만들어낸다. 하이브리드 이후의 완전한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기반의 차세대 아키텍처가 상업화될 때까지 많은

전자 산업을 보면 최근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에 따라 휴대전화, 네비게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방어를 위해 좀 더 개방적이

이터, PDA, PMP, MP3P, 전자책, UMPC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

고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

멀티미디어,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고 있

하고 아키텍처 표준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베타맥스의 소니, 매킨토시의

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수소내연기관 등 파

애플이 갔던 길을 도요타가 걷게 되는 게 아닌지 매우 흥미 있는 상황이

워 트레인의 혁신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화된 전

라 할 수 있다.

장, 무인운전과 안전장치 등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 아키텍처의 출현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아키텍처 기반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은 개방적 모듈화 아키텍처의 가치 사
슬에서 누가 가장 수익성 있는 세그먼트를 장악하는가의 문제이다. PC

한편 이러한 기술 혁신 및 발전과 별개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산업의 경우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CPU와 OS 분야에서 인텔과 마이크

줄이기 위한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등의 정부 규제도 증가할 전망이다.

로소프트가 독점적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처럼 단순한 조립형 모듈화로는 이렇게 복잡한 변화 요구를 담아낼

것처럼, 상대적으로 개방적 모듈화 정도가 높은 상용차(버스 및 트럭) 산

수 없으며, 과거처럼 특정 기업이 폐쇄적 통합형 아키텍처를 고집하며 이

업에서는 엔진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벤츠와 커민스가 높은 시장 점유

를 다 소화해 내는 것도 불가능할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방형 아키텍

율을 확보하고 있다.

처를 정립하고 다른 보완재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사업 협력과 개방형 기
술 혁신(Open Innovation)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새

지금까지의 제품 아키텍처와 모듈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품을 중심으로

로운 아키텍처가 개발되고 모듈화가 추진되면 제품·서비스의 각 부분을

진행되어 왔다. 아키텍처 기반의 경쟁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네

만드는 주체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생산 프로세스 및 공급 사슬의 구조

트워크 자체의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을 확

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결국 모듈화 아키텍처로의 변화는 개발-구매-

대하면 제조업의 제품 설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키텍처 경쟁 이론은 다

생산-공급사슬-판매 등 전체 가치 사슬의 동시적 개선을 위한 부문간 협

른 많은 비즈니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나 물류서

력을 필요로 한다.‘Fine’
은 이를 3차원 동시 공학(Three Dimensional

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산업 수준에서 개방적 모듈화 아키텍처로의 발전이

Concurrent Engineering)이라고 불렀다.

관찰되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모듈화 아키텍처가 작동하는 과정
에는 글로벌화의 진전이 중요한 동인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아키텍처 기반 경쟁 시대가 온다

과 확산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Enabling Technology)의 역할을

아키텍처 기반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성패가 결정되지 않으

온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며,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지지하는 기업의 네트워크 간 경쟁이다. 최근

을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국가 간 이전이 어렵다고 인식되어

광스토리지 분야에서 벌어진 블루 레이(Blue Ray) 진영과 HD-DVD 진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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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발견,
경영학의 새로운 연구패러다임
이승윤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행복, 열정, 의미 있는 삶. 이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감정과 생
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심리학에서조차도 행복이나 용

직장 내 긍정적인 관계
| Positive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기, 열정과 같은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

개인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맺는 긍정적인 관계란 무엇이고, 이러한 관계

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질환

는 개인, 팀, 조직 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예: 우울증, 불안 등)의 치유 방법에 관한 연구들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는 환경요인이나 개인적 특성을 탐색

러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

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더튼

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

과 히피(Dutton and Heaphy,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맺는

어주는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과거의 연구

긍정적인 관계는 개인에게 활력과 생기를 주고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를

흐름을 좀 더 긍정적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면에 초점을

조장하며, 신체적인 건강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직장 내 긍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으로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정적인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학습,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이 제시되었으며, 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은 약 10년 전 펜실베니아대

칠 수 있다고 한다. 필자도 공저자들과 함께 조직 내 활력관계

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Energizing Relationships)에 관한 연구(이승윤 외, 2008)를 통해, 긍

Seligman)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패러다임 하에, 현재 많은

정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는 개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율성과 재량의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

폭을 넓히며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력을 주는 관계로

정(행복, 즐거움, 기쁨 등)에 대한 연구,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개개인의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강점, 도덕성, 용기, 동정심, 창의성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긍정적인
조직(공정성, 책임, 리더십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회복력 |

긍정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경영학에서

이 연구영역에서 회복력이란 재난이나 질병, 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등

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적 조직학(Positive

으로부터 타인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이

Organizational

다

나 조직에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빠르게 원상태로 복귀할

(www.bus.umich.edu/positive).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활성화

Michigan) 경영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킬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연구하는 영역이다. 볼티모어

종류의 조직을 더욱 활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 오하이오 철도박물관(Baltimore & Ohio Railroad Museum)이 2003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팀, 조직, 그리고 환경 요소

년 겨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었을 때, 박물관을 되살

들에 대해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탐색,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

리기 위한 직원들의 협력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은 조직의 회복력

적 움직임이다. 과거 경영학 연구의 주된 관심은 조직이 효과적이고 효율

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이다. 조직 내 개인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

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예: 구성원들의 순응, 조

성되어 있을 경우, 예기치 않았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활발한

직 내 질서와 체계의 유지 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POS는 이에 더하

조직력을 발휘하여 조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기텔(Gittell),

여, 개인, 팀, 그리고 조직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2005), 반면에 노사 간 대립관계가 고착화된 한 항공사의 경우 9·11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경영학, 사회학, 심리

테러가 발생한 후 대량 해고를 단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다. POS에는 다양한 연구영

4년 동안 경영 부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텔(Gittell)과

역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연구영역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동 연구자들은(2006) 그 주요 원인을 기존에 노사 간 긍정적인 관계가

Scholarship,

POS)이

Resilience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시에 신속한 조직력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인의 회복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프레드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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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on)과 동료들의 연구(2003)를 들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촛불추모행사 개최, 휴강, 헌혈 운동,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학생

일상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관점

들에게 매우 인간적이고(Humane), 용기 있으며(Courageous), 정의로운

을 취하고 어려움을 더 빨리 극복한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9·11 테러

(Just) 덕이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

가 발생한 시점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교에 대한 애착감을 증진시킴을 보여주었다.

직업과 직장의 의미 추구 |

Meaning

지금까지 소개한 다섯 가지 연구영역 이외에도 개인과 조직의 번영
(Thriving),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연

직장에서 종업원들은 어떤 의미를 찾고, 개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 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가지고 있는가?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Scholarship)과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연구 패러다임은 무

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연구영역이다. 자신의 업무나

한한 연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개인과 조직을 긍정적이고 활력

직업을 통해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타인과 긍정적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 또한

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스스로 도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무척 크다고 생각된다. 서로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관계의 정립, 어려움

임할 때 개인은 직업과 직장에서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의 증진, 직장과 직업에서의 가치 있

직업과 직장에 가치 있는 의미를 둘 때 개인은 더 큰 활력과 활기를 경험

는 의미 추구, 긍정적인 자아관념의 형성, 그리고 덕을 실천하는 조직의

하게 되고, 이는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립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까 싶다. 서로 칭찬하고 칭찬 받는 것이 아직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서

긍정적인 자아관념 |

Positive Identity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점을 강조하고 이를 수

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 간에 활력을 주
고받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학교와 직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약점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강점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탁월한
(Excellent)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영역의 주장이다. 즉, 상대
방에게 피드백을 줄 때에도 약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강점을 발견하여
그 점을 더욱 강화, 발전시킬 것을 독려할 때 더욱 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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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_ Innovation Program & UW Program

Global Immersion Practice
혁신 경영과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을 정복하다
이제석 _ 2007 테크노MBA·이정강 _ 2008 IMBA

여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IMBA Innovation Program과 테크노MBA의 UW Program으로 이루어져 있다. IMBA의 Innovation
Program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주간 혁신 경영을 배우며 실리콘벨리의 기업체를 방문했고, UW Program은 시애틀의 University of
Washington Business School에서 4주간 프로젝트 관리, 신규 사업 개발, 리더십, 조직변화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노래로도 잘 알려진 샌프란시스코는 LA와 함께
미국 서부지역의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교육, 문화의 도
시이기도 하다. 여기에 있는‘UC 버클리(UC
Berkeley)’
는 원래 이름이‘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인데 캘리포니아 대
학이 9개나 되기 때문에 UC 버클리로 불린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UC 버클리는
높은 학구열과 더불어 히피 문화의 발원지라고
도 불릴 정도의 자유분방함도 함께 갖추고 있다.
UC 버클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Haas
School of Business’
는 2007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비즈니스 스쿨 순위 2위에 오를
만큼 명성이 높은 학교이다. 이노베이션과
HRD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인 어니스트 군들링
(Ernest Gundling) 교수의‘이노베이션’강의를
들으며 6단계 이노베이션 모델에 기초한 각 기
업의 혁신 도입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또한‘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
과 같은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유수의 IT 기업을
방문해 이노베이션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UC 버클리에서의 생활은 먼저 유학생들의 쉼터
라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서 수요일마다 열리는 문화 행사는 각국의 다양
한 문화를 체험하고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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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샌프란시
스코에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되도록
많은 부분을 느끼고자 노력했다. UC 버클리 정
문 앞 광장에서의 자유로움, 유니언스퀘어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과의 해프닝, 소살리토에서 바
라본 샌프란시스코의 전경 등은 잊지 못할 추억
으로 남을 것이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로도 유명한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위
치한 아름다운 도시이자 북서부에서 가장 큰 항
구이다. 비가 많이 오는 도시로도 유명한데 여
름인 7월에서 9월까지 3달 동안만 날씨가 맑고
나머지 9개월간은 비가 계속 온다고 한다. 9개
월 동안 내리는 안개비로 인해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혼율이 높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 방문한 8월은 시애틀의 정말 아름다운 자태
를 느낄 수 있었다.
시애틀에는 전통 있는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이 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줄여서 UW(유덥)이라고 부른다. 컴퓨터공학(시
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으므로), 의
학, 그리고 경영학에 뛰어나다고 한다. 고풍적
인 건물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도시 전체
를 덮은 캠퍼스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
운 캠퍼스라고 한다.
우리가 공부한 UW경영대학원은 1917년 설립
된 이래 높은 위상과 명성, 우수한 교수진과 학

생 그리고 강력한 동창회(Alumni)로 유명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6
개의 MBA 프로그램 중 Executive MBA 과정
을 수료하였다.
시애틀에서는 레지던스 호텔에서 생활했는데 매
일 아침이면 호텔에서 차로 5분 거리인 학교로
와서 간단한 빵과 과일을 먹는다. 하지만 몇 개
없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5분 일
찍 학교에 와야 했다.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
지 UW 교수들의 명강의를 듣고 수업이 끝나면
여유롭게 캠퍼스를 거닐거나 미국인들과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미 북서부 최고의 명강의를 듣다
4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UW 최고의 강의
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명강의를 듣기 위해
서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200페이지 분량의
교육 자료를 읽어야만 했다. IMBA 형님들과 과
목별로 심도 있는 스터디를 하고서야 강의 내용
을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를
강의하는 인도 출신의 쿠마르(Kumar) 교수는
인도식 발음이 다소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프로
젝트 관리의 핵심인“따임, 꼬스트, 퀄러띠”
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뉴 비즈니스 개발
(New Business Development)을 강의하는 펠
프스(Phelps) 교수는 UW에서도 유명한 전략 교
수라고 한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스윙을 바꿔

가면서 경기 성적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OS 개발 부문)를 인수하면서 휴대폰 OS 부문에
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통
신회사로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3분의 2
를 석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 영역, 광통신 영역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을 강의
하는 에르난데스(Hernandez) 교수는 유일하게
아름다운 여성 교수였다. 덕분에 우리는 수업 시
간 내내 극도의 집중력을 보였고 한국 기업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매출이 떨어질 때 리
더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
다. 마지막으로 조직 변화(Organizational
Change)를 강의하는 비글리(Bigley) 교수는 너
무나도 열정적인 강의와 수많은 질문으로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례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조직 변화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1주일 후 시애틀로 이동한 후 IT 기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초일류 기업들을 경험할 수 있었
다. 첫 번째로 전 세계 최대의 우주항공회사인
보잉을 방문하였다. 보잉의 비행기 제조 공장
크기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그 크기가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얹
혀 놓아도 남는 크기라 한다. 그 다음으로 방문
한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저
가만을 강조하는 경쟁 할인매장인 월마트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저가 제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의 구매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서 고품질의 제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
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으
며 쇼핑 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5달러짜
리 핫도그는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마지
막으로 방문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항상 IT 트렌드를 선도한다
는 자세로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생활에 편리한
기술을 주고자 연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
었으며 미래의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방문하다
5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강의도 매우 인상적이
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동안 책과
인터넷을 통해 경험한 최고의 기업들을 직접 방
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
한 UC 버클리는 실리콘밸리와 인접해 있어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 어세스
(Access), 시스코(CISCO) 등의 유명 IT 업체들
의 본사를 방문할 수 있었으며 시애틀에 위치한
‘University of Washington’교육 때에는 보잉
(Boeing), 코스트코(Costco),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은 1982년 4명의 직원들에
의하여 창립된 회사로‘네트워크야말로 컴퓨터
(The Network Is The Computer)’
라는 비전을
통해 인터넷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
으며 가장 유명한 제품은 자바(Java)이다. 어세
스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 OS 및 브라우저를 공급하는 업
체이다. 2005년 팜소스(PalmSource, Palm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먼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짧은 한 달간
의 미국 생활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여행에 관한 준비이다. 광활한(?) 미 대륙
에서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난다는 것
은 물적·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밖
에 없다. 평일에는 학업을 위한 준비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여행은 언감생심이라 하더라도,
주말에는 짬을 내어 초반에는 근교로, 후반에는
목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의 일정으로
다소 먼 거리라도 여행계획을 수립한다면, 본인

들에게 잊지 못할 미국에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운전에 관한 준비이다. 부득이, 대중교통
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물적·시간
적·경제적 낭비가 불가피한 바, 가능한 렌터카
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도 처음 며칠간
은 비용을 아껴보겠다는 요량으로 지도를 펼쳐
놓고,‘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으로 물어물어
행선지를 찾곤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이후 이 문제를 일거에 해
결했다. 필히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운
전 때 과속은 가벼운 지갑을 새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학교 주변
에서는 늘 경찰들이 매복(?)해 있음을 명심할
것!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문화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강력 추천! 미국 일부 지역에
서는 차를 렌트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운전면허증은 물론, 크레디트카드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필히 지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활에 대한 준비이다. 생활에 대한 준
비라고 하는 것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으
나, 엄연히 4~5일간의 여행과 한 달간의 여행
은 차이가 있다. 영화 <수퍼 사이즈 미>(패스트
푸드의 폐해를 다루었던 생체실험 영화)를 몸소
실천해 보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한국 상점을
활용하되, 김치와 아울러, 비용이 그다지 들지
않는 샐러드와 함께 끼니를 해결하여, 늘어나는
뱃살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과 떨어져 보내는 시간, 새로운 문화에 대
한 체험, 외국 학교에서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개인
으로서의 나’
와‘구성원으로서의 나’
를 조율해
본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경험이, 원활한 학교 생활은 물론,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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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_ IE Field Trip

그들이 스페인에서 발견한 세 가지
글·사진: 배보경 교수 _ Executive Education Director

EMBA 4기 해외현장학습

EMBA 4기 학생들이 2년차 해외현장학습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한 IE 경영대학에서
“Going Global”수업 40시간을 듣고 마드리드뿐 아니라 부르고스, 리오하, 빌바오, 톨레
도, 세고비아, 말라가를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

It was very impressive trip far more than my expectation in quality of study,
experience of numberless arts and architectures travel routes and events, decent hotels,
nice management and finally reconfirmation of KAIST passion.
My deepest appreciation goes to KAIST for such a beautiful and unforgettable
memory in my life.

”

- Bong Kwan Kim의 보고서 중에서 -

첫 번째 이야기 : 열정,

새로운 발견 그리고 미래

KAIST EMBA는 다르다. 다른 학교 과정과 비교했을 경우는 물론이거
니와 매 순간순간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EMBA 2년차와 함께
한 스페인에서의 2주 역시 그러했다. 생각할 거리를 한 가득 안겨준, 각
자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를 쉴 틈 없이 제기해 준,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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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2년차의 눈높이를 어떻게 만족시키면 될까……?’EMBA 프로그
램의 하이라이트 여름 해외 필드트립을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다. 학생 대표가 언급한 바 있듯이, 얼떨떨한 가운데 경험
했던 1년 차 시절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기대도, 지식의 수준도 모든 것
이 너무 다른 2년차였다. 그도 그러할 것이 1년 반 동안 KAIST에서 갈
고 닦은 내공의 수준이 상당했다. 게다가 이제 한 학기만을 남겨 놓은 상
황에서, KAIST의 내로라하는 교수진, 해외 초빙 교수들로부터 최고의
강의를 수강한 그들이다. 높아진 기대 수준과 눈높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만 했다. 그들은 지식 전달의 대상인 학생이기 이전에, KAIST를 믿고 선

택한 고객이다. 평소 주장하고 강의하던‘고객 감동’
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리하고 싶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스페인,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2년을 조용히 조사하고 분위기를 만든 후 1년을 집중
적으로 준비했다. 그 결과 성공했다. 나조차도 다시 가고 싶은 연수였다.
대개 한번 다녀온 곳은, 특히 길게 머물렀던 곳은 다시 찾게 되지 않는
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변화를 즐기는 나와 같은 사
람들은‘또 다른 곳은 어떨까?’
하고 새로운 곳을 찾게 마련인데 말이다.
모두가“그저 놀랍다”
는 반응이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강
의도, 다양성과 여유로움, 자연이 조화롭게 스며 있는 문화체험도, 어제
의 스페인이 스며 있는 역사도, 오늘의 스페인을 투영한 2주 동안의 생
활환경도, 기대 이상이 아니라 기대를 훨씬 넘어섰단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해“한방 먹었다”
고들 한다.‘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다시는 할 수
도 없는 연수’
란다. 책을 출간하자고 했다. 우리 스스로가 카메라에 담아
온 모습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독특한 경험을 정리하려고 한다. 우리가 자
주 혹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아기자기’
하다고 표현했던 스페
인 와인, 예기치 않게 끝없이 펼쳐진 추수 전의 누런 호밀밭, 그와 완벽
한 색채적 조화를 그려낸 오렌지와 양귀비, 멀리 또 가까이에서 야산을
노랗게 물들인 산 개나리 그리고 한없이 청아한 하늘과 신기한 모습의 구
름은 우리 모두를 환상 속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데려갔다. 어린 날의 아
스라한 맑음과 황혼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꿈꾸게 하는 그런 곳 말이다.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어 좋다. 실제의 가치보다 대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다
른 유럽 선진국과의 차별화로 한 발 앞서 나가는 기업들, 스쳐간 역사 현
장의 보존을 넘어 그 속에 오늘과 내일을 통합하고 있는 모습, 이를 위한
수많은 투자와 노력에서 우리보다 한참을 앞서 있음을 확인하고 배울 점
들을 찾는다. 스페인은 여느 선진국과는 달리 외지 사람을 포용하고, 그
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기꺼이 허락한다. 마냥 앞서 있기보
단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시스템, 행정이 주는 다소 엉성함이 있다.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환영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인정받는 가
운데 그들의 경쟁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
다. 소위 융통성이란 것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 한없는 편안함으로 다가
온다. 함께 한 모두가 흠뻑 하나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
었으리라.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던 스페인,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물음에 대
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이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한국이란 브랜드의 제고’
,
‘제약산업에서의 Non Market Strategy의 중요성’
,‘Re-modeling of
Strategy of eNtoB Corp. 기업의 市場(시장) 外(외)적 요인들에 대한

Review’등 전체 학습 내용 정리와 각 내용에 대한 함의 도출 등이 그러
하다. 또한 같은 교수의 강의 내용에서도 서로 다른 주제들을 도출해 냈
다. 일례로‘Going Global’주제로 강의한 Fernando Cortinas 교수의
강의에서, 한 교육생은 Perception의 중요성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다른
교육생은 국가 브랜드의 저평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스페인의 국가 브랜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 한
국브랜드의 제고를 도출해낸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높은 지적 수준은
MBA FT 랭킹 8위인 IE에서의 수업을 확실하게 소화하였던 것이다. 또
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교수들의 통찰력 있는 강의는 강의에서의“꿀뚜
랄 디피꿀티즈(Cultural Difficulties)”
를 극복하게끔 하였다. 아니 양자가
모두 오히려 즐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리라.
함께‘Going Global’
을 실천했다. 첫 주 수업을 일단 마감하고 스페인
의 중서부 지방에 시간을 할애했다.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 리오하, 문화
도시로 탈바꿈한 빌바오, 덤으로 얻는 부르고스를 돌아보았다. 뉴욕 타임
즈에서도 말했듯 오늘날의 문화는 그 자체가 권력임을 확인했다. 빌바오
는 15세기 이래 제철소와 철광석 광산, 조선소가 있던 회색빛 공업도시
였단다. 80년대 빌바오의 철강산업이 쇠퇴됨에 따라 조선소마저 빠져나
갔을 그 때는 더 침울했으리라.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예전
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1991년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
겐하임 미술관 4번째 분소를 약 1,000억 원을 들여 유치했고 주변을 공
연장 등의 문화시설로 채워나갔다.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쓰이던 네르비온
강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들 역시 문화의 요람을 향
유하고 있었다.
‘현재를 즐기라, 까르페 디엠’
.‘그런데 자원도, 역사적 자산도 부족한 우
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비록 열흘 밖에 경험
하지 못했지만 참으로‘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으며, 또한 다시 가기에도
힘든 곳’
들을 다녀올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단다. 혼자 갈 수 있다 해도
함께 하는 동료들이 주는 기쁨은 절대 느낄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모두의 평생에 남을, 예쁜 독사진을 찍어 주는 것이 목표’
인 학생이 있
기에‘사고와 감성의 폭을 한층 확대하고, 가슴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연수가 될 수 있었으리라. 수업에서도, 문화체험에서도‘반드시 뭔가를
찾겠다는 의지’
를 갖고 발견하고 나누었기에, 이전과는 달라진 사고와 감
성의 폭을 채워 돌아올 수 있었으리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발견했단다. 학생들의‘스페인에서의
10일 느낌’중 일부이다. 그랬기에 새로운 곳에서 30명의 그룹을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이끌 수 있었다. 입가에 살며시 번져오는 미소를 즐겼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단한 인물들이며 경험도 다양하여 자기주장 또
한 분명했다. 그 주장으로 인해 주변이 불편할 수도 있을 터인데,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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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거대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온 스
페인에 압도당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떠나온 스페인에서 제대로 한 방 먹은 충격 때문이겠지. 살면서
쉽사리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버릴 수
밖에 없다. 함께 하는 사람과의 협조로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영특한 우리 팀원들이 놓칠 리가 없다. 그러는 가운데 영광
스러운 선물도 얻었다.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자기반성과 함
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약속해 본다.
새로운 곳에서 참으로 알아듣기 쉽지 않은 스페인식 영어와 작렬하는 태
양, 정반대의 시차, 늦은 식사시간 등 마구 펼쳐지는“꿀뚜랄 디피꿀티
즈”
를 극복, 아니 맘껏 즐기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몸소“Going
Global”했다. 긴 세월 동안의 고민과 수고가 두 팔 벌려 안기에도 벅찬
‘보람’
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놓친 부분과 남은 부분이 있다. 스페인을 돌며 경험했던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소스는 밥순이인 나의 아침 식단에도 빵과 함께 단골메뉴로 등장
하고 있다. 변화는 그뿐이 아니다.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속, 가슴속 추억을 두고두고
꺼내볼 때마다 말이다.“아무렴 그렇게 까지?”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
다. 아래 두 팀원들의 생생한 한 마디가 내가 놓친 부분과 함께 남은 의
문을 풀어줄 것이라 믿는다.‘KAIST와 함께 하는 열정, 새로운 발견 그
리고 미래’
가 있어 모두가 행복했던 그 이야기에 다시 한 번 가슴이 설레
온다.

두 번째 이야기 : 신바람

나는 세 박자의 조화

스페인에서의 필드트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새로운 발견(New
Discovery)’
이다. 새로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Discovery’
에 굳이
‘New’
라는 수식어까지 더한 것은 그곳에서 느낀 새로움이 얼마나 강렬
했는지 표현하고 싶어서다. 이 새로운 발견은 신바람 나는 세 박자가 있
어 가능했다. 첫 박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재발견, 이어지는 두 번째
박자는 IE라는 훌륭한 학교에서의 새로운 지식 발견이다. 그리고 마지막
박자는 우리 KAIST EMBA 4기의 뜨끈뜨끈한 우정을 재확인했다. 완벽
한 세 박자의 발견이자 조화인 셈이다.
지난 1년 반을 지내면서 느낀 KAIST는 프라이드로 똘똘 뭉치고 그 프라
이드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수업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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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무언가 남다르게 그리고 품격 있는 차별적 가
치 창출을 위해 자존심을 걸고 노력한다. 그 결과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
시킨 적이 없다. 이번 필드트립 역시 초년도였지
만 지도 교수님들과 관련 스태프들의 남다른 노
력과 열성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의 체력과 정신
력으로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멋진 수업이자 여
행이 되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딸랑딸랑!
김봉관 _ (주)엔투비 대표·EMBA 4기 회장

세 번째 이야기 : 내가

발견한 세 가지 보물

열정의 나라 스페인은 교수님의 강의 역시 열정적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강을 하던 모습 하나하나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상 깊다.
European Perspective를 통한 Going Global, 이번 필드트립의 방향에
맞춰 짜임새 있게 구성된 강의와 교수님들의 열정을 통해 향후 회사 전략
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바로 내
가 스페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보물, 지식이다.
‘와우~’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는 건축물들과 책에서만 보던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 짧은 시간 동안 거장들의 걸작들을 감상하며 문화의
향연을 즐겼다.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러한 건물을
지었던 스페인 사람들의 저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거장들의 명작 속에 녹아나는 변화의 선과 색상
에서 두 번째 보물인 아름다운 문화를 발견했다. 아름다움의 정수를 발견
했다.
사람…… 짧은 여행 속에서 우리 일행이 보여준 행동과 따뜻한 말들이 바
로 내가 발견한 세 번째 보물이다. 그들에게서
배운 열정, 프로의식, 철저함, 긍정적인 사고방
식, 리더십, 배려 등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노라 다짐해 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2008년 스페인에서의 뜨거운
여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채미정 _ 삼성물산(주) 과장·EMBA 4기

POWER ZONE _ Internship Program

취업의 네비게이션, 인턴십 프로그램
김경진 기자

학제가 개편되면서 길어진 여름 방학,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인턴십 프로그램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올 여름 다양한 특성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경험을 마친 학생들을 만
나 보았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장점은 원하는 업종의 실무를 미
리 경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력 개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KAIST 경영대인들의 내 몸
에 맞는 기업 찾기, 인턴십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Question
1⃞ 인턴으로 활동한 부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2⃞ 해당 회사에 인턴십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인턴 활동을 하면서 만족했던 점이나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4⃞ 이번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5⃞ 해당 회사에 지원할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자질,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고, 또한 회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고 싶도록 만들어 줍
니다. 한 마디로, 일할 맛 나는 회사입니다.

Google Korea | Sales Finan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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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les Finance Team은 구글에서 Revenue Analysis, Reporting
and Forecasting, OPEX Analysis를 하는 부서입니다. 구글에는 기획실
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실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는 MBA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인 만큼
구글코리아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회사들 중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 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구글을 희망하는지 알고 싶었고, 마침 Finance 관
련 인턴십 공고가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구글은 인턴도 정사원과 대우가 같습니다.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혜택이 같습니다. 지난 두 달간 정사원과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동일한 업무 강도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엔지니어링
이 아닌 분야에서의 인턴은 처음이었기에 구글에서도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그 만큼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업무 및 근무환
경 모두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4⃞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 곳은 퇴근하면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회사에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나 사무
실 환경, 회사의 각종 정책들이 모두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요
소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런 편
안함 속에서 자신이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일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5⃞ 우선, Be Unique! 평범한 사람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개성 및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특히 구글은 이 점
을 더 강조합니다. 인턴으로 출근한지 사흘째 되는 날에 호주에 있는 매
니저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What can you contribute to Google?”
2달 근무하는 인턴에게도 회사에 무엇을 기여할지 묻습니다. 정식 직원
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겠다는 열정이나 호기심만으로
는 부족하겠죠?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맥쿼리증권 | 기업금융부
유원재 | 정보미디어MBA | 인턴 기간: 2008.5.29~9.19
1⃞ 기업금융부는 기업인수합병, 매각 자문 혹은 Buy-side Advisory 등
의 금융자문 업무와 Equity Capital Market(ECM) IPO 주관사로서 고객
사 상장 절차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Principle Investment를 통
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기회를 포착하여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야의 서비스가 각기 진행되기보다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를 접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2⃞ MBA에 지원하기 전부터 컨설팅 Firm과 IB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인턴십은 해당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맥쿼리증권 기업금융팀에 근무 중인 친구의 권유로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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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 맥쿼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훌륭한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 저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누구나 자
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의·토론 문화 속에서 보다 능동적
으로 참여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4⃞ 인턴십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을 세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논리적인 대화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내부 회의를 할 때 주
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아는 지식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두 번째로 Finance 관련 수치를 해석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단순
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지금 보고 있는 Ratio·Multiple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에게 맞는 해결책을 명료
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영어입니다. 실제
로 맥쿼리에 와서 느꼈던 점은 프로젝트의 진행이 한국 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해외로 진
출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IB 세
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는 느낌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5⃞ 제가 앞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들이 대부분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서 지원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원하게 되는 팀에 어떠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본인 스
스로가 명확히 알고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밤낮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팀원들과 잘 화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계속 IB Industry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일을 대하며, 계속적으로 일
을 할 수 있게 주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심
한 배려 이전에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조직 구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 배치 받은 후 알게 된 업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은행 업무에 대해 대략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은행업무 전반의 특성과 제가 어울리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문 선배님들을 보면서 여
기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
니다. 업무 분위기 면에서는 은행이란 조직이 생각만큼 보수적이지 않지
만 개인 재량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격의 없이 대
화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신선했던 반면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과 틀에 기대어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업무
자체가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기 때문에 업무 분위기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듯 합니다.
5⃞ 재무와 통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숫자에 대한 감
각이 뛰어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실무에 대해서는 미
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직원들도 자기계발과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팀에 동화될 수 있는 인재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씨티은행 | 증권관리부
이수정 | 테크노MBA | 인턴 기간: 2008.6.16~7.31
하나은행 | 신용리스크 관리팀
정지현 | 테크노MBA | 인턴 기간: 2008.7.21~8.22
1⃞ 신용리스크 관리팀은 이름 그대로 하나은행의 총체적 신용위험을 측정
및 관리하는 곳으로 영업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기존에는 기업과 소매부문 모두 관장하였지만 올해 조직개편으로 소
매부문은 개인리스크 관리팀으로 독립 분리되었고, 현재 기업부문을 중심
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 업종마다 독특한 문화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턴십
을 수행하는 회사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
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 인턴십에 도전
했던 이유도 은행권의 업무와 분위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지원하는 일반 인턴십과 다르게 학교추천으
로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는 점도 끌렸습니다. 회사 측에서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었기에 배우는 입장으로서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3⃞ 여러 명을 선발하는 인턴십에 지원하다 보면 부서가 명확하게 제시되
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은행은 지원서에 있던 희망부
서를 검토해 관련부서로 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인원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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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관리부는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 기업상품부 소속이면서, 글
로벌 씨티그룹의 Global Transaction Service 부문에도 속하는 부서입니
다. 여기서는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
국내 브로커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를 통
해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국내 유가증권의 관리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의 유가증권을 주식예탁증서(DR) 발행 함으로써 상장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산업은 이제 더 이상 국내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킹, 인력, 사업분야를 보유한 금융
회사에서 인턴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3⃞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기업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Business
Overview Session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의 전반적인 사업부문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부행장 및 그룹임원들과의
식사 및 회의를 통해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내부프로젝트 투입 등 인턴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파악 및 숙련을 위한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4⃞ 학교에 오기 전 국내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한국씨티은행과 여러모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은행과 한
국씨티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사업전략 및 집중분야가 다르다는 것입
니다. 또한 금융산업 부문의 사업영역이 제가 알고 있던 것 외에도 다양
한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그곳에서 MBA 출신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
고 있으며 시장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습니다. 인턴활동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기에, 이번 인턴
십은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5⃞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회화능력은 필수입니다. 물론, 유창한
영어실력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에 대한 나의 의견제시
정도가 가능하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영어구사 능력은 향상 될 것이므로,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증권관리부는 유가증권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시야가 요구되며 기본적인 유가증권 시
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기사 및 정보
에 대한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Ernst & Young | BAS(Business Advisory Services)
정우진 | 테크노MBA | 인턴 기간: 2008.6.1~6.31

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이언그룹 | 전략컨설팅
김용한 | 테크노MBA | 인턴 기간: 2008.6.9~7.31
1⃞ 이언그룹에는 3부문(전략 컨설팅, HR 컨설팅, 교육)이 있는데 저는
그 중 핵심이 되는 전략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특
성상 광화문 본사보다는 고객사에서 거의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라
저도 웅진코웨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인턴생활을 했습니
다. 웅진코웨이는 유기농 유통 사업의 진출을 준비하며 사업 구조를 설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언그룹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그룹 컨설턴트들과 웅진코웨이 직원으로 구성된 유기농사업 TFT에서
사업의 전 영역을 설계하는 업무에 함께 하였습니다.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컨설
팅 업무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강한 컨설팅
이 짧은 인턴기간 동안 밀도 있게 일을 배울 수 있고 넓은 식견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2⃞ Ernst & Young BAS의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에서 Ernst & Young Global Inc로 독립하게 되었
습니다. 기존의 로컬 중심화 된 조직 구조에서 글로벌 펌으로 도약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재무관련 컨설팅 부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Ernst & Young에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3⃞ 새롭다 못해 낯선 유기농 산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
니다.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역량이 향상된 것도 좋은 점입니다. 한
편으로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좋아하는 성향과 Life Balance를 중요
시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취업 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컨설턴트 인턴’
으
로 채용되기는 했지만,‘컨설턴트’
보다는‘인턴’
에 보다 가까웠던 점입니
다. CEO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회의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
했고(물론 이런 자리는 컨설턴트들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참
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소 잡무가 많고 컨설턴트들
을 지원하는 자료 수집, 정리, 분석에 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3⃞ 다양한 분야의 제안서를 써보면서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전략적인 프
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전문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기에 보
안상 Database 접근이 쉽지 않아 일하는데 다소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가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4⃞ 프로젝트에 따라 이동하는 컨설팅 업무 특성상, 이언그룹 인턴십에 선
발된 동기와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와 고객, 고객사의 분위기, 업무 성격 등 모든 면에서 다
른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컨설팅사 인턴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운’
이 없는 경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선행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실제 조직 분위기 및 업무 수행 강도 등을 접해 보고 자신에게 최
적화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인턴십 기회가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5⃞ 컨설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Implication”
입니다. 정보
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그 이면에 깔린 함의를 읽어내는 분석력과 통찰
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원활하게 나누며 업무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동심 역시 필수입니다. 또 강한 업무 강
도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Ernst & Young의 BAS(Business Advisory Services)는 고객의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Financial Performance,
SCM, IT, HR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제안 및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5⃞ Ernst & Young은 현재 글로벌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E&Y의 지원도 많은 편이고요. 컨설팅 부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은 분,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자신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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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벤처업계의
대표로 우뚝 선
창업의 대가를 만나다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10기
서승모 한국벤처산업협회 회장
류용재 기자

프로필
1993~현재

(주)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

2008.8~현재

(사)벤처산업협회 회장

2008.3~2008.8

(사)한국IT기업연합회 회장

2005.2~2008.3

(사)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

1984.12~1993.7 삼성전자(주) 반도체 연구소
1985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졸업

1983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자신의 회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벤처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창업은 마음만으로, 욕심만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
은 것이 바로 창업이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에게 낯설던 반도체 칩과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조그만 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씨앤에스테크놀로지(C&S Technology). 이곳의 대표이자 한국벤처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서승모 회장을 만나 보았다.

엔지니어로서의 갈등, 벤처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창업의 길로 나서다
삼성반도체가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여 공장의 진용을 갖추고 있던 1984년, 서승모 회장
은 삼성의 연구원으로 입사해 반도체 칩 설계를 담당했다. 1980년대 후반 삼성 반도체
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도 높아졌고, 그 역시 세계 일류의 엔
지니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시장의 다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진보로 제품만으로는 경쟁하기
힘든 국제 환경이 조성되고,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엔지니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세계 일류 엔지니어라는 자부심과 달리 한편으로는 낮
아진 소득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하였는데, 아내가 부식비라도 벌겠다며 구슬 꿰기 부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실
리콘밸리로 출장을 다니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향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정보 통신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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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벤처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은 물론 자기 혁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된 것이다.
임직원들의 자기 혁신과 변화, 그리고 그의 경영 철학의 조화를 기반으로
삼성에서의 사표 수리 과정에서 여러 제안과 회유도 있었지만, 이미 결심

차세대 멀티미디어 분야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한 그의 창업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창업 동기와 정보 통신 분야

나가고자 쉼 없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사 역시 이러한 노

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의 힘이

력과 더불어 반도체와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

매우 컸다고 한다. 이렇게 퇴직금 등을 모아 자본금을 마련해 사장 포함

는 분야에 대한 집중을 통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적 혁명과 변혁

직원 4명, 책상 4개와 회의용 테이블 1개로‘C&S Technology’창업의

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첫발을 내딛게 된다.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칩과 시스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 성공 비결

지난 8월 20일을 기점으로 국내 벤처업계를 양분하고 있던 한국IT기업

1993년 세워진‘C&S Technology’
는 영상, 음성 처리 칩 및 솔루션에

연합회와 벤처산업협회가 통합 출범했다. 그간 두 단체는 각각 2만여 IT

대한 기술력으로 국내·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성장

기업과 1만4천여 벤처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했으나, 벤처기업 지원기능을

을 거듭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기술의 혁명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혁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집중하고자 하는 업계의 여론에 따라 한국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모바일 TV와 IP 텔레

벤처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로써 두 단체는 벤처기

포니(Telephony) 분야의 반도체 칩과 시스템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업이 이끄는 지식·혁신주도형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진정한 화학적 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 세계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힘을 쏟을 계

적인 대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자동차용 반도체를 국산화하기 위

획이라고 한다.

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와 IT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자동차는 IT 산업이 그 동안 이룩해 놓은 기술 혁신을 한데 모으는

창업의 꿈을 품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구심체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전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잃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좌우명이 두 가

문 업체의 결합으로 국산 기술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한국 자동차의 기능

지 있다. 첫 번째는‘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라’

과 품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멀티미디어 방

라는 마음가짐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송·통신 관련 반도체 칩과 시스템 기술을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

로 우뚝 선 것이다.

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위기나 실패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항상 처음처
럼 생각하고, 기본에 따른다면 이러한 착오나 위기를 줄일 수 있게 될 것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쉽사리 무너져 버린 다른 수많은 벤처기업들과 달

이다. 두 번째는‘자신의 주무기를 살려라’
라는 것이다. 경영자마다 각자

리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C&S Technology’
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옛날 무사는 칼을 잘 쓰

사명의 C&S는‘Chip’
과‘System’또는‘Chip’
과‘Solution’
을 의미한다

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창을 잘 쓰는 사람도 있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

고 한다. 그는 반도체 칩이 시스템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는 주무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방법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또 반도체 칩과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분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구현할

벤처를 창업하고 회사를 경영해 온 CEO로서, 또 인생과 학교의 선배로

수 있어야만 진정한 SoC(System on a Chip)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서 되돌아 볼 때 그는 창업과 경영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

그는 칩과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

라고 말한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으로 창업과 경영에 임했다. 칩과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쉽지만은 않은 길 속에서도 기본

보유한 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C&S Technology’
가 영위하고 있는 사

과 원칙에 충실한 자기만의 핵심 기술력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

업 분야의 제품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타 경쟁사

가는 동시에 땀과 노력이 어우러진 열정이라는 DNA를 가진다면 창업과

가 제공하지 못하는 칩과 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의 핵심 역량과 근간이 될 것이라 조언한다. 세계 어디를 보든 이 세
상의 성공한 사람들이나 승자들은 모두 열정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발전이 필수

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불광불급(不狂不及)’
이라는 말처

그는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의 마인드와 회사의 시스템에 있다고 믿고 있

럼 타오르는 열정이 부족하다면 성공과 성취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열

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벤처기업으로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선진

정은‘Mission Impossible’
을‘Mission Possible’
로 가능하게 만드는 위

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대한 단어인 것이다. 또한 CEO에게는 자신의 열정뿐만 아니라 소속 구

있다. 임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과 창의

성원들의 열정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역시 중요하다. 같은

적 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고객 만족을 위한 마인드, 타인에 대

사람이라도 일에 대한 열정에 따라 그 성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한 배려와 존중,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등을 배양해 발전적

있기 때문이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용암처럼 솟구치는 열정

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미래 지향적 인재와 관리자로 성장하기를 독려하

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정신의 근간이며, 그것이 곧 벤처기

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 활동과 피드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

업 경쟁력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문화와 시스템이 조성되어 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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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Management Complex
10th Anniversary
SUPEX 경영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최태원 회장,
KAIST가 SK(Super Excellent KAIST Business School)가 되기를…
지난 7월 10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 7명이

서남표 총장과 SK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대표 10여 명의 감사패 전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SK에서 1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달에 이어, 최태원 회장은“이미 서구 경영 교육은 400년을 앞서 시

지난 1998년 리모델링한 <SUPEX 경영관> 및 <최종현 홀>의 개관

작되었고, 우리가 한순간에 역사를 뛰어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10주년을 축하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한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바라본다면 산업계와

故 최종현 회장의 뜻을 다시 한 번 기리기 위함이다.

학계에서 지금이야말로 점프가 필요한 시점이며 과거의 학문적, 경제

SK그룹에서는 건물 증축뿐 아니라 SK-KAIST ITSP(정보통신복합학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K와 KAIST 모두‘사람’
의 경쟁력

문과정), SK e-Business 단기 과정, MBA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의 10년 동안 KAIST가

통해 1,000여 명의 교육생을 파견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본교와 긴

SK(Super Excellent KAIST Business School)가 되기를 기원한다.”

밀한 산학 협력 관계를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故 최종현

고 격려했다.

적 발전을 통해 배워 온 바,‘Super Excellent’추구를 통해 경쟁력

회장의‘Super Excellent’추구 정신을 담아 리모델링한 2호관을
<SUPEX 경영관>으로, 5층 다목적홀은 <최종현 홀>이라 명명했다.

이어 내·외빈 30여 명은 미디어랩, 로이터트레이딩센터, 도서관 등
교내 최신 경영 연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SUPEX 경영관의 명

당일 행사는 서남표 총장의 환영사 이후 배순훈 前 서울부총장의

소인 Atrium에서 오찬을 하며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의 건배 제의에

KAIST 경영대학 비전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10년 내‘사회 책임

따라“KAIST TOP 10! SK TOP 10! 생각대로

경영, 아시아 경영연구 분야 세계 톱 10 경영대학’
으로 도약하기 위

되고!”
를 외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 구체적인 비전 및 계획 제시를 통해 원내 구성원을 비롯한 SK 관
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안병훈 초대 테크노경영대학원장(現 KAIST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에게는 SUPEX

서울부총장 겸 경영대학장)의‘SUPEX 경영관과 최종현 홀의 10년

경영관 모형의 주석시계가 기념품으로 전달되

사’영상을 통해 개원 당시의 어려움을 딛고 한국 최고의 경영대학으

어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SK그룹과 故 최종현 회장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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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미디어 심리학의 접목
박병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신임 교수
김영수 기자

2008년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 새로 부임한 박병호 교수를 만나보았다. 박 교수는 게임 개발
자에서 미디어 학자로 변신,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KAIST의 새로운 가족이 된 그의 인생 이야기와 앞으로의 꿈을 들어본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전문지에 게임 칼럼을 기고하던 박병호 교수는 게

“평생 연구자로 살겠다”

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전산과에 진학했으나 커리큘럼이 게임과 거리가

2006년 박사 논문 완성을 앞두고 있던 박 교수는 미국을 포함해 영어권

멀어 컴퓨터 동아리에서 독학으로 게임을 공부,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그

국가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러나 입사하던 해에 국내에서 광과민성 발작으로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홍콩과 싱가포르 대학들이 면접을 보라고 통보했다. 동남아에서만 세 군

졸도하는 사건이 벌어져 배치되었던 게임개발팀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

데 대학들로부터 교수직을 제의받은 그는‘연구 환경이 가장 좋다’
는이

발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유로 제시한 연봉이 가장 낮았던 국립싱가포르대학교의 뉴미디어 학과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개발자가 될 수 없다면 연구를 통해 게임과 평생을 가겠다’
는 생각에 학
교를 기웃거리던 박 교수는‘신문방송학’
이라는 분야가 게임을 미디어로

싱가포르에서 영년 직을 받은 후 한국 귀국을 생각해 보려던 박 교수의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던 해에 덥석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 등록

계획은 2007년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오택섭 교수의 연락을

했다. 2년간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전산학 이상으로 신문방송학이 자신과

받고 크게 수정된다.“(다른 대학도 아니고) KAIST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맞는다고 확신한 박 교수는 바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칠순을

그러나 30세를 앞둔 시점에서 공학도가 사회과학도로 변신하는 데는 부

바라보신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고요.”

담도 컸다. 과거에는 어떤 첨단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다가 이제는 어떤 요소가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지, 왜 어떤

KAIST에서 박 교수는 경영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미디어 심리학을 연구하

사람들은 게임에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이르는지 등으로 관심

는 것이 학자로서의 단기적인 목표다. 미디어 심리학을 광고와 기억의 상

을 바꾸려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다.

관관계 연구에 응용하고 싶다는 것이다.“장기적인 목표요? 경영도 미디
어 심리학도 뛰어넘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싶지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 개발에서 연구로

요. 그렇지만 아무나 그게 되나요. 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려고

멀티미디어 과정의 동료 학생들이‘수업 방식이 고되고 부담스럽다’
며기

노력을 할 따름이지요.”

피하는 애니 랭(Annie Lang) 교수를 만난 것은 2001년의 일이었다. 랭
교수의 연구소를 방문한 박 교수는‘공돌이’
답게 인간의 생체 반응을 측

인터뷰를 하면서 박병호 교수의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매

정하는 의료 장비를 보고 큰 흥미를 느꼈다.‘(텔레비전 대신) 게임하는

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KAIST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훌륭한 연구

사람들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끝에 급기

성과를 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야 랭 교수를 박사 과정 지도교수로 신청했다.
한창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하려던 랭 교수는 연구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학생 지도에 할애했다. 매주 열리는‘연구 미팅’시간은 지도교수와 학생
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의 진행상황을 챙기는 자리로, 동료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극제였다. 또한 학생이‘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여야 할 지 모르겠다’
고 보고하면 미팅 시간이 즉
석에서 강의로 돌변,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영어 작문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의 논문은 따로
시간을 내서 교정까지 해 유명 학회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돕는 등 랭 교
수의 학생 지도는 헌신적이었다.“랭 교수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
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 묻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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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생리학이란?
사람의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 현재의 심리 상태를 유추해 분석하는 학문. 심리학의 한 분
야로 역사가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초창기에는 연구 장비의 제약 때문에 한계가
많았으나, 의학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이 분야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미디어 심리
학에 도입된 것은 2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정신생리학 전공자
를 채용하는 대학이 빠르게 늘고 있다. 뇌파 측정, 뇌 단층 촬영(fMRI), 호흡량 변화, 안구의
동공확장 등을 측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박병호 교수는 심장박동, 땀 분비량, 안면근육 수축 등을 측정해 미디어 이용자의 감정 상
태와 주목도 변화를 측정한다. 왜 fMRI는 이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교수는“자동차
의 휘발유 흐름만 추적해서는 차의 전기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듯이 뇌
속의 혈액 흐름만을 측정하는 fMRI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라며“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데에는 다른 측정 방식이 더 효과적”
이라고 밝혔다.

INSIDE ZONE _ Interview 2

Think outside the box! One step AHEAD
지니한(Jeanie Han)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김영수 기자

현재 파라마운트(Paramount)사의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인 지니한. 그녀는 엔터테인먼
트 산업의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 여름 KAIST에 머무르며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을 강의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녀의 꿈 이야기를 통해 엔터
테인먼트 산업에 열려 있는 좋은 기회를 엿보도록 하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매력에 푹 빠져 수년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한

예측 가능한 모델을 꿈꾼다

지니한 교수는 디지털 통합으로 산업이 격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영화만큼 예측 불허인 산업이 또 있을까? <왕의 남자> 관객수가 1,000

많이 열려 있다고 역설했다.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선 영화, 게임,

만 명이 넘을 걸 알았더라면 배우 감우성은 러닝 개런티 계약을 접지 않

모바일 등이 각기 다른 마케팅을 했다. 하지만 디지털 송출 방식을 통해

았을 것이다. 그만큼 영화 관객 수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수많은 과거

서로 다른 콘텐츠가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가 오면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데이터가 있지만 새로 개봉되는 영화는 과거의 영화들과 또 다르며 영화

은 이제 콘텐츠 융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영

성패를 예상하는 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

화 하나를 만들더라도 영화관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IP TV 등 다른 미

험과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주 박스 오피스 순위는 영

디어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화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하며, 박스 오피스 첫 주의 순위를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느 때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콘텐츠를 소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한 교수의 또 다른 인생 목표이다.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보게 만드는 푸시 컨

이러한 모델을 개발해 영화 순위와 관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셉트(Push Concept)를 탈피해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에 매력을 느끼고 찾

면, 마케팅도 훨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경

아나서는 풀 컨셉트(Pull Concept)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나

영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지만 이것을 말

아가 단순히 찾아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UCC 등 소비자가 자

하는 한 교수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다. 예측 모델에 관심이 있

발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는 만큼 콘텐

는 KAIST 학생들은 한 교수를 만나 진지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츠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파
급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MBA 학생들의 기회가 될 것
우연한 기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들어 열정을 바치고 있지만, 이

지니한의 꿈,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발전

전부터 교수가 되는 것을 꿈꿔온 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문적 성

한 교수는 향후 아시아 시장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 서 있기를 꿈

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엔터테인먼

꾸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영화들을 미국에

트 산업의 최전방에서 습득한 경험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더 넓은 세

배급하는 데 힘쓰고 있고, 아시아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

계와 많은 기회들을 학생들에게 깨우쳐주고 싶다. 또한 가르치는 일은 아

만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불법 다운

시아 시장이 보다 많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과도 직결된다. 언제든 기회

로드가 심해 오직 극장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영화 개봉 후

만 된다면 한국에서 많은 강의를 하며 아시아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2주 안에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발전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고 한다.

단기간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유명 스타, 화려한 액션 장면에만 치우
친 영화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반면 스토리와 예술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한 교수는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취약해졌고 이것은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큰 원인

바란다고 전했다. 비록 공학 백그라운드가 많지만 기술 쪽으로만 제한을

이 되고 있다.

두고 바라보기 보다는 자신의 분야와 다른 분야를 접목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한 교수는 불법 다운로드 및 해적판 등에 의한 시장의 어려움과 비즈니스

있는지 고민해 보길 권했다. 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기존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아시아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

제작을 중요시 여겼지만 산업이 급변하고 기술과 콘텐츠가 통합되면서 얼

며 이러한 장벽들이 하루빨리 사라져 아시아의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은 영

마든지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화 팬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랐다.

MBA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들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늘 산업의 트렌드를 한 발 앞
서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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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KAIST MBA 입학설명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익했다
는 평가를 내렸다. 한 금융MBA 예비지원자는“예비지원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생각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서로 간의 생각을 비교하고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테크노MBA 예비지
원자는“설명회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와 반복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교수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점은 좋았다”
고 소감을 전
했다.

“2008 MBA 입학설명회”현장을 찾아서
2006년부터 한국형 MBA가 생기고, 직장인들의 경력 업그레이드 및
경력전환 욕구가 높아지면서 9월 6일에 개최된 KAIST MBA 입학설명
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예비지원자가 몰렸다. 테크노MBA, IMBA,
금융MBA, 정보미디어MBA 예비지원자들 등 1호관 대강당 좌석이 모
자랄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설명회장은 KAIST MBA 예비지원
자들의 반짝거리는 눈빛과 자료를 검토하는 활기로 가득했다.
전체 설명회에서 안병훈 부총장(兼 경영대학장)은 KAIST에서 쌓을 수
있는 인맥과 팀워크, 학업에 대한 열정 및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강조했
다. 특히 KAIST만의 장점으로 타 MBA와는 달리 경력개발센터를 개설
해 MBA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과 서남표 총장
이 기부한 10억 원으로 국내 최초로 학생이 실제로 운용하는‘KAIST
학생 투자 펀드’및‘복수학위제’
를 부각했다. 전체 Q&A에서 참석자들
은 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학비, 복수학위제, 향후 진로 등
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각
전공별 교수와 학생 대표들의 답
변이 이어졌다.
전공별 Q&A 세션에서는 테크노
MBA 및 IMBA 과정은 전공 소개
뿐 아니라, 졸업생을 초청해 Q&A를 진행했고, 이어서 재학생과의
Q&A는 관심 내용별로 그룹을 형성해 보다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진행
되도록 했다. 대표적인 General MBA 과정답게 가장 많은 예비지원자
가 참석해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테크노MBA는 2009학년도부터 일리노이대학교와 회계분야 복수학위
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문의도 이어졌고, 새로
신설된 중국 비즈니스 트랙 또한 지원자들에게 큰 관심사였다.
금융MBA 과정은 여름학기에 별도의 전공 설명회를 가진 이후에도 많
은 예비지원자들이 참석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설명회 내내 질문의 열기가 뜨거웠고, 입학자격 및 준비사항을 묻는 질
문에 대해 금융 분야는 특히 CFA 등 자격증이 중요하며, 자신을 어떻
게 어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보미디어MBA는 IT 강국인 한국에서 끌어나가야 할 것은 여전히 IT
이며, 교육과정 및 졸업생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MBA는 학생에게 재
개의 기회는 주는 곳이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선정하며, 과목을 1.5학
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과목을 1년 만에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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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Job Fair Week”개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나흘 간“2008 KAIST 경영대학 Job
Fair Week”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업은행, 대우증권, IBM, 삼성물
산, 한국투자증권, SK에너지, 삼성전자, LG전자 등 40여 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400여 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기업
별 부스상담,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현장 면접을 통해 우수 인재를 우선
적으로 채용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즉
각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인 이력서 클리닉(Resume Clinic), 경력 컨
설팅(Career Consulting), 헤드헌팅 서비스와 경력 개발을 위한 케이스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특강, CEO 특강 등 유용한 강연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지막 날인 5일 저녁에 처음으로 기획된 “Corporate
Networking Night(CNN)”
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체의 인사 담
당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
를 통해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Job Fair Week 행사에 참
가한 한 학생은“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다양한 행사의 개최로 취
업을 앞두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회사 소개
및 채용의 기회가 행사기간 중에
만 국한되지 말고 수시로 열려 학
생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
겠다”
고 전했다.

NEWS ZONE _ NEWS
美 일리노이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진행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회계학 분야에서
미국 최고로 꼽히는 일리노이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KAIST에서 MBA를,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회
계학 석사(Master of Science in Accountancy)를 취득하도록 설계되었
다. 즉, KAIST에서 1년차 봄 학기를,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그 다음 1년
간, 다시 2년차 가을 학기는 KAIST에서 수강해 MBA와 MSA, 2개 학
위를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이다. 일리노이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프로그
램에 지원하는 학생은 KAIST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국 CPA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매년 봄 CPA 리뷰 코스가 제공된다. 특히 이
번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됨에
따라 글로벌 회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 21일 일리노이대학교 회계학과장 Ira Solomon 교수가 KAIST
서울캠퍼스를 방문하여 KAIST GSM-UIUC 복수학위 MOU 서명 교환
식 및‘Accounting Education in 21 Century’
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
나를 갖는다.

사회적 기업 경영자과정 개설
지난 9월 20일‘사회적 기업 경영자과정(Social Enteprise and
Nonprofit Manangement, SENM)’제1기 입학식이 있었다. 이 프로
그램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인 실업극복국민
재단(www.hamkke.org)과 CSR 연구센터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
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초기 단계로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실무진의 대부분이 사회사업 전공자여서
경영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노동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고, 그 가운데 특성화 프로그램인‘사회적 기업 경영자과정’
을 본교에
의뢰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이번 과정은 그 동안
사회책임 경영교육 및 연구 활동을 선도해 온 KAIST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제3섹터와 공공 부문의 경영교육 수요
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사회적 기업 경영자과정 02)958-3637

2008 KAIST Info-Media Global Forum
“Entertainment Meets Technology!”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 미디어 분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명
한 국내외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디어 분야의 최신 연구 결
과 및 업계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9월 26일, 2008 KAIST InfoMedia Global Forum을 개최했다. 국내외 IT 및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
는 2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을 거듭하고 있는 디지
털 콘텐츠 산업에 초점
을 맞추어 비즈니스 관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미
디어와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가
치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에 관한 아이디어를 선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Homecoming Day 개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이 동문 및
재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졸업생들의 모교에 대한 소
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9월 6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
했다. 1기 졸업생, 2기 재학생,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일부 동문
및 재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동석해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졸업
한 지 6개월 이후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1기 졸업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KGSF 특강 시리즈
지난 9월과 10월 총 4회에 걸친 금융전문대학원 2008년도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특강이 아래와 같은 일정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12 주제: Recent Development with IPOs
Professor Jay Ritter (University of Florida)
9/19 주제: Interest Rate Modeling
Professor Lane Hughston
(Imperial College London U.K.)
9/26 주제: Mandatory Disclosure and Operational Risk
Professor Stephen Brown
(New York Univ. Stern School of Business)
10/17 주제: The Subprime Crisis: Caused and Consequences
Professor James Shilling
(DePaul University Chicago, IL USA)
금융전문대학원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총 4명의 강연사를 초빙하여
세미나 1회와 특강 1회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노벨
상 수상자인 Robert Engle 교수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수준 높은 특강
및 세미나를 마련해 오고 있다.

문송천 교수, 유럽 IT 학회 EUROMICRO 이사 선임
지난 20여 년간 서유럽, 동유럽 등지에서 두루 활동하
며 우리나라의 IT 면모를 유럽 각국에 알려온 문송천
교수(55,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과 학과장)가 9월
이탈리아 팔마(Parma)에서 개최된‘EUROMICRO 제
33차 정기총회’
에서 아시아권 전체를 대표하는 이사
로 선임됐다. 문 교수는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초
창기 출신으로 특히 Y2K 한국대표로 활동하면서‘국내 전산학박사 1
호’
로 널리 알려져 왔다. 국내 IT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
년부터 17년간 KBS, 원음방송 등의 방송에서 시사해설가로서 디지털산
책, 컴맹사랑방, 생활속 IT등의 고정 코너를 맡아 주1회씩 생방송을 해
온 문 교수는 매년 방학기간에는 후진국 IT 대중화를 위해 제3세계권 아
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지의 30여 개국에서 IT전문가
로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UROMICRO는 35년 전통의
유럽 유수 학술 단체 중 하나로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네
덜란드 등 20개국의 유럽 선진 강국들로 구성돼 있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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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교수, <Who’
s Who> 등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이창양 교수가 세계 인명사전인
<Marquis Who’
s Who in the World>(2009)에
‘Schumpeterian Hypotheses’등 기술혁신이론과 정
책에 관한 연구 업적 등을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이창
양 교수는 1999년 Harvard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테크노경
영대학원에서 연구개발,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08 경영공학 박사과정 컨퍼런스 우수발표자 선정
지난 8월 25일 개최된 2008 경영공학과 박사과정 컨퍼런스에서 총
21명이 논문 13편과 제안서 9편을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5명에게 우
수상과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우수상 수상자는 논문 발표자 이상윤(지도
교수: 안재현)과 이효섭(지도교수: 김동석) 학생으로 각 1백만 원의 상
금이 수여되었으며, 제안 발표자 중 김영수(지도교수: 박세범), 박진우
(지도교수: 김성희), 서지연(지도교수: 박세범) 학생 세 명이 장려상 수
상자로 선정되어 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경영자의 상상력과 리더십, AIMt 에서 배운다
세계적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얼마 전 한 강연에서“과거
에는 이성적인 CEO가 최고였지만 최근에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경
영자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이성을 기본으로 감성이 추가된,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해 올 가을 많은 CEO들이 KAIST AIMt 를
선택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AIMt 29기
입학식에 참석한 구자섭 총동문회
장은 축사를 통해“어려운 시기일
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CEO가 되
길 바란다”
고 전했다. 입학식에
이어진 특강에서 김성희 교수는
블루 오션의 적용사례를 통해 사
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았다. 같은 시각
배보경 교수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경영과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로 신선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박종호 풍월당 대표를 초
청한 오페라 특강에서는 오페라 감상법의 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액토즈소프트 CEO인 29기 입학생 김강 대표는“
‘변화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학습과 상상으로 이루어진다’
는 말과 같이, 변혁의 시대에 살
아가는 경영인에게 요구되는 열쇠인 창의력, 집중력, 유연성 그리고 경
영의 지혜를 AIMt 를 통해 발견한 기분”
이라며 앞으로의 교육 일정에 대
해 기대를 표했다.

새로운 시도 돋보이는 ATM 12기
제12기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이 지난 9월 1일 열린 입학식과 특
강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첫
강의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는“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이었는데 연
사로 초청된 박명진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사이버상의 표현
의 자유와 역기능 사례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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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신상훈 방송작
가의 유머 특강이 12기 입학생과 배우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실
곳곳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경영자에게 있어 유머의 중요성 일깨워주
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일정 중간에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진단 검사가 있
었다.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리더십 셋업(SetUp)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 프로그램은 ATM 과정에 황 교수
의 조직 심리학 방법론을 이식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이로써
ATM 12기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
발이라는 값진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C 15기 대장정의 막을 올리며…
최고컨설턴트과정(AIC) 15기가 지난 8월 26일 입학식을 갖고 4개월간
의 교육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첫날부터 오후 9시경까지 수업
이 이어졌음에도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마쳐 시작부터 남다른 15기의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C 과정은 앞으로 강의를 통해
전수받을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과 글로벌
경영 연수 등을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과 경영 혁신 및 변화 관리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AIC과정
이 이번 15기 입학생들에게 새로
운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소중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끈이 되
고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통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금융전문대학원 김수경 학생, 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참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제6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에 금융MBA 1년차 김수경 학생이 참가했
다. 그녀는“지난 4월에 열린 국제금융포럼에 참가한 후 이 같은 종류
의 포럼에 다시 참가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파생상품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파생 쪽으로 진로를 고려하고 있어 주최 측에 직접 전화해 참가
신청을 했다”
며 참가 동기를 밝혔다. 그녀는 돈
챈스 루이지애나대 교수의 강의가 인상 깊었다
며“알아듣기 쉽고 명확했고, 들으면서 전체적
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 등이 부각되면
서 돈 버는 것보다 이런 이슈에 더 집중해야겠
다”
며 사고가 전환될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8.28 내용에서 발췌)

2009학년도 KAIST MBA 입시 일정
원서접수(인터넷)
TEPS 특별전형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입학문의
홈페이지

2008.10.8(수) ~ 10.22(수)
2008.10.24(금)
2008.11.12(수)
2008.11.14(금) ~ 11.18(화)
2008.11.27(목)
교학팀 권혜영(hykwon@business.kaist.ac.kr)
http://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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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탁 소식

동문 서비스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동기간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추억을 만듭시다

| 개인 기부자 | 2008.6 ~ 2008.9

2008 홍릉 단풍길 걷기 행사

강철구 MIS 2003학번
양우생 테크노 MBA 2003학번
이규성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8년 11월 2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동문 가족들과 졸업
동기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문 가족 행사 <제7회 홍
릉 단풍길 걷기>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UCC 콘테스트
를 마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사전 투표하고 행사 당일에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습니다.

| 단체 기부자 | 2008.6 ~ 2008.9
테크노MBA 4기
김진용, 김탁현, 김호기, 윤철운, 이철희, 이충로, 임효만, 추규정,
홍석원
AIM 28기
강신영, 권세진, 김민석, 김석환, 김성중, 김성태, 김영만, 김영순,
김영철, 김용환, 김창진, 김활년, 류시관, 문진일, 박상규, 박재범,
박철우, 변용희, 손원길, 안동규, 엄우식, 윤병한, 이건준, 이문훈,
이민복, 이병옥, 이상진, 이선석, 이재호, 이정훈, 이종원, 이헌섭,
임창범, 전용원, 정성모, 정용기, 정일권, 정재희, 조현일, 차철용,
최관호, 최창원, 한찬희, 현재환, 황성배, 황우성
ATM 11기
강민규, 강 석, 강한승, 공근노, 김구섭, 김성범, 김영국, 김영진,
김천수, 김태경, 김호성, 문기종, 박하영, 박 현, 서대화, 손보익,
신창석, 신화수, 심재희, 윤호권, 이상규, 이영식, 이용석, 이천웅,
이현주, 임한철, 전익수, 조병제, 최희윤, 홍용선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가족과 동기간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학
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11.2(일) 12:00
장소 서울캠퍼스 SUPEX 경영관 Atrium
UCC 콘테스트
http://business.kaist.ac.kr ⇨ (4)동문 ⇨ 로그인 후 배너 클릭
일정: 10월 8일 ~ 10월 31일
수상내역: 온라인 투표 우수작 3명
상품: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동문회비 연회비 3만원
(498-008611-01-017 기업은행 KAIST 동문회)
문의 마케팅실
정나래 nrjung@business.kaist.ac.kr, 02)958-3249
김은화 ehkim417@business.kaist.ac.kr, 02)958-3247
E-card로 상세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Find People에 이메일 정보
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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