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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란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시작한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길고 긴 대장정도, 아무리 위대한 정복도 실은 돌아보면 작은 첫 발걸음에서 비롯되는 것. 이상과 열정과 땀으로 만든
작은 시작의 결과는 이토록 크고 위대한 법입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계절입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씨앗이 메마른 땅을 뚫고 싹을 틔우듯이 저마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품고 KAIST 경영대학에 모인 인재들도
자기계발을 통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KAIST 경영대학의 미래 인재들에게 2008년이 세계를 품는 첫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KAIST 경영대학의 미래 인재들을 위하여!
James Endicott _ Illu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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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Welcome!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배순훈 교수 _ KAIST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KAIST 경영대학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본격적인 MBA 과정을 위해

중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MBA 과정에서 재무·경제(Finance

설립된 대학입니다. MBA는 직업 전선에 나가기 위한 실무 교육 과

& Economics)를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콜롬

정입니다. 그럼 실무 교육은 학구적인 교육과 무엇이 다를까요?

비아 대학의 경영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경영대학,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은 재무와 경제에 치중하

흔히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개인들의 의사를 설문 조사해 통계

는 학교들입니다.

학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회의 집단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
러나 많은 설문 조사가 통계학적 오

KAIST 경영대학은 아직 뚜렷한 핵심

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론

분야를 선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내

이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시장이 첨단 금융 기법에 대한 수요가

입니다. 한편, 그와는 다르게 많은

많아 재무·경제 분야를 확대하고는

경우 지도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상의 국내

그 결정을 집단에 전파시키는 방법도

MBA 수요는 일반 경영 분야에 있음

집단 가치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의 MBA 과

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민주주의

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학이 특정

일까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미국

분야인 금융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고

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나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학생들의 수

라도 몇 번에 걸친 실험을 하고 있습

요 조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다. 그러나 국가와 달리 시장에서

한 번 결정하면 향후 적어도 10년을

경쟁해야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선택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더십보다는 새로
운 금융 기법에 숙련되는 훈련을 해야

경영대학 신입생 여러분은 이런 지성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스

적 고민을 통해 사회의 지도자로 성

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장할 것입니다. 집단 가치를 선택하
고 소속 개인들의 창의적 개인 활동

신입생 여러분, 세계 대기업의 CFO

을 사회의 집단 가치에 초점이 맞도

가 되시겠습니까? 세계 금융계의 뜨

록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의를 위해 개인

는 펀드 매너저가 되시겠습니까? MBA 과정은 경영에 프로가 되기

의 이기적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리더십은 기

위한 것이지 일반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 마음을 정하고, 그 길로 매진하십시오. KAIST 경영대학이 여러
분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택하면 실패도 있

세계적인 최고 경영대학 중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이나 노스웨스턴

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피해 가면 경쟁 사회에서 생존

의 켈로그 경영대학은 기업 경영(Management & Marketing)에 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향후 2년 동안 같이 꿈을 키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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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를 사는 글로벌 금융 인재의 조건
이근모 부회장 _ 미래에셋증권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자본의 득세, 새로운 경제 대국 중국의 급부

생산은 감소했고, 이는 다시 설비 투자의 부진과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

상에 이은 전통적 거대 경제 강국 미국의 쇠퇴와 같은 변화의 흐름

고 있다. 생산 부진이 소득의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속에서 기존 세계 경제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

악순환의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시나리오이다.

더구나 강력한 성장을 구가하던 이머징 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 모멘
텀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발 금융 불안을 순화시키기 위한 중앙 은행

한국의 인구 구조 분포를 보면 일본보다 20년, 미국보다 10년 정도

들의 노력은 높아지는 인플레 압력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뒤쳐져 있다. 실제로 과거의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에 제조업체들의 해

내부적으로 한국 경제는 데모그라피(Demography), 즉 인구 구조 변

외 이동이 시작되었고, 미국도 1990년대 들어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화에 따른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따른 산업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구

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

조를 가진 일본은 1990년 이후 길고 긴 불황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

으며, 이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는 곧 한국의 경제 동력 약화와

고 있다. 미국은 국제 자본의 힘에 기대어 외형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

최근 들어 빚에 의지한 소비(Borrowed Spending)의 부작용이 심화

서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의 국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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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사고방식

투철한
윤리 의식

글로벌
금융 리더

현실감 있는
균형 감각

성공에 대한
열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구조 변화의 초기에 구조적인 자금

부분의 노력이 하드웨어(학문적 지식)를 갖추는 데 치우치면서 소프트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당분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웨어(전투 능력, 즉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의 개발에 소홀하기 때문이

다는 사실이다. 기업 부문은 줄어든 투자에 의해 증가된 잉여 현금을

다. 실제로 명문 학교를 나온 많은 인재들이 금융 시장에서 살아남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려 애쓴다. 가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문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 계층이 은퇴 이후에 대비해
금융 투자를 늘린다. 즉, 기업과 가계 모두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금융 산업에 도전해 보고 싶은 젊은이가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는 비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유동성의 증가가 일본의

교적 단순하다.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이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1980년대(TOPIX 기준 5.5배)와 미국의 1990년대(S&P 기준 6배)

지적인 능력(Smartness)과 육체적 건강(Healthiness)이 그것이다. 국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경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어는 필수적인 소통의 도구이다. 전
문 분야에서는 재무 회계에 대한 이해와 실물 경제를 볼 수 있는 기

이를 한국의 경우에 대입한다면 적어도 향후 수년간(2010년부터

본 지식 정도만 갖추면 될 것이다(파생 등 전문 분야 제외). 또한 시

2015년까지)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한 부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

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인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경제 성장

시간 일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육체적 강인함이 필요하다.

동력을 찾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자본
시장 통합법 도입 등을 통한 금융 산업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여

그런데 글로벌 금융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공

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 데모그라피 변화의 측

에 대한 열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

면에서 미래 한국 경제 성장의 큰 축을 금융 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전략적 지식과 우수한 무

것이다.

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
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문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금융 기관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해

이다.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어떤 금융 회사도 외국에서 현지의 금
융 자본으로 돈을 버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만의 증

성공하는 금융 전문가,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 리더가 되기 위해 학

권사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을

생들이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추어 나가기를 부탁하고 싶다. 사물을

하고 있는 것에 대비되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미래에셋증권을 시작

밝은 쪽에서 보려는 긍정적 사고방식, 고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

으로 몇몇 금융 회사가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

수할 수 있는 높은 윤리 의식,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현실을 조망하려

직 국내 자금을 현지 시장에 투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 금

는 균형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배고픔이 그것이다. 여

융 기관들의 적극적인 글로벌화 노력 부재에 더해 자주 제기되는 문

러분 모두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성공

제는 국내에 글로벌 금융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금융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재 육성에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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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는 기업, 변화하지 않는 경영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의 법칙을 넘어 자연의 법칙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저변에는 사회적 흐름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KAIST경영대학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리 시대의 경영과
경제 발전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Frontier> Special Zone에 실린 다양한 연구 결과 또한 변화를 모색하는 기업과
경영인들의 새로운 안내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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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이미지 향
상, 고객 충성도 제고, 종업원들의 애사심과 유대감 조성, 주
주 및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 간의 신뢰 창출 및 유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궁극적
으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중요 대상은 소비자인데 각종 조사결과
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및 기업이 만드는 제품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New York Times>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
면 56%의 응답자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업의 사회적 활동
에 의거한다고 했고, 또한 <Cone/Roper Cause Related

마케팅 혁신 연구실

Trends Report>에서도 84%의 소비자가 가격과 질이 동등하
다면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이슈에 공헌하는 기업을
지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해당 기업의

진화하는 기업 마케팅 전략,
사회공헌 활동
윤여선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브랜드로 구매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가격과 질이 같다면’
이라는 전제의 <Cone Inc.>의 보고는 소비
자들은 착한 기업의 물건이라도 가격과 질을 양보하면서까지 무
조건적으로 구매하기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
순히 착한 기업으로 인식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계획되고 수행되
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부합해 사회공

헌활동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제품 구매 욕구의 증대뿐 아니라 제품 품
질 인식의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예를 들어 필자가 진행 중인 실험 연구(Yoon &
Gurhan-Canli)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기업이 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때 그 반대의 경우
보다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더 높은 것으로 인식 및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내가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쟁사 제품보다 내 제품을 더 구매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소비자의 제품 품질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한 단계 발전된 발견으로 보여진다. 또한 덜 부각되어 보이지만 중요한 사회공헌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맥도널드
(McDonald)가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Ronald McDonald House)와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형성한 강한 유대감은 1992년의 LA 폭동 때 기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고, <Bhattacharya>와 <Sen>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기업이 실수했을 때 해당 기업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동향에 부응해 선진기업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던 시혜적 성격의 소극적 기부, 심지어 기부 영역
조차 무작위적이고 업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비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에서 탈피해 경영 전략과 연계해 업과 연
관된 사회문제를 발굴해 사회공헌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활동으로 인식하려는 노
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서 핵심 테마를 가지고 대표 프로그램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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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속적이고 주체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수혜자와 기업 모두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키아(Nokia)의‘Make a Connection’
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연결한
다는 비즈니스와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외 청소년들이 사회와 잘 융합할 수 있는 활동을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사회공헌 활동을 글로벌 브랜드화시키고, 현지 시장 진출과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 모두가 윈-윈
(Win-win)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연속성과 연관성이 부족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
는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왜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공통의 테마를 가지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도 사회공헌 투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향상과 경영 환경의 글로벌화에 대응해 기업
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해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미
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액(매출액 대비 0.2% 정도)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확대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공
헌 활동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단순한 기부 위주가 아닌 진정성
이 부각되는 프로그램들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부와 직접운영 프로그램의 비중을
보면 1998년도에 4.4%에 지나지 않았던 직접운영 비중이 35.7%로 증가했고, 기업 전략과 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한편 한국인의 정서적 특징을 반영한 모습도 보인다.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10배나 높아, 순수한 동기와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든 전략적 연계성만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은 무
용지물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Yoon, Gurhan-Canli & Schwarz
2006)에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기업, 예를 들어 엑손(Exxon),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경우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동기 해석이 사회공헌 활동평가와 기업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활동의 국제적 동향은 파트너 선정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공헌 활
동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 유연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NGO와 협력하는 것은 긍정적
이나 그 선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SOS(Share Our
Strength)가 협력한‘Hunger Fighting’프로그램이 좋은 예인데, SOS의‘Fund Raising’능력과 빈곤층 문제
의 전문성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금력, 대규모 마케팅과 전국적 경영 능력의 조화가 잘 결합되어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SKT의‘행복도시락’사업은 정부, 기업, NGO, 시민 자원봉사자 등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일자리 창출까지 낳은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 활동이 그렇듯이 사회공헌 활동 역시 활동의 전략적 계획 및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
한 성과 측정,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NEC, GE, AT&T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산 활용도와 사회적 공헌도 및 기업에 미치는 공헌효과를 측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평가 툴(Tool)의 개발이나 측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원과 노력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평가
시스템의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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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도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나 JP 모건(JP Morgan)과 같은 대형 투자 은행(Investment
Bank)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
들의 대부분은 상업 은행(Commercial Bank)으로 예금과 대
출의 마진이 전통적인 수익원이며, 투자 은행의 역할을 해야
할 증권사들은 아직도 중개(Brokerage)를 통한 수수료가 주
된 수입원이다. 반면 해외 선진 투자 은행들은 수익원의
30~40%를 파생상품 분야, 특히 이색옵션 거래를 통해 얻고
있다.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 지점들도 지난 3,
4년간 이색 옵션의 하나인 ELS(주식연계증권, EquityLinked Security)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개인 투자
자가 이색옵션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가 투자
하는 펀드가 이런 상품에 투자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위험관리 연구실

이색옵션 상품과
시장 현황
현정순 교수 _ 금융전문대학원

이색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로 한다.
이색옵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기본적인 선물이나 옵
션 또는 스왑과 달리 상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특색
을 포함한 파생 상품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러한 상품들은 주
로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에서 거래되며, 구
조화된 채권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색옵션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수익 구조(Payoff)에 따라 배리어스(Barriers), 디
지털스(Digitals), 익스트리마 옵션(Extrema Option)이 있으
며, 최근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ELS 중 하나인 조기

상환부옵션은 옵션 홀더(Option Holder)의 권리에 따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2 Star 6 Chance
ELS’
는 기초 상품이 2개이며, 배리어(Barrier)를 히트(Hit)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5번 있음을 의미
한다. 이색옵션의 수익 구조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도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실현 가능성이 높다. 보
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존형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의 손실을 초래할지도 모르지만
수익률은 높도록 설계된 맞춤형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후반부터 증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ELW(Equity-Linked Warrant)는 개별주식옵션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용이하다.

확산되는 이색옵션 시장
우리나라 선물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KOSPI200 선물과 옵션은 계약건수로나 거래량으로나 세계 최대 규
모를 자랑하는 반면, 이색옵션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장외파생상품의
잔액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색옵션 시장 규모는 2006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약 50분의 1, 일본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금리 관련 장외파생상품시장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통화 관련 상품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이색옵션을 통한 환위험 헤지나 투기가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
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들까지 환율과 관련된 이색옵션들을 거래하고 있다. 2006년 ELS는 약 24.9조원 정도가 발행되어 지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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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발행 규모가 7.2배 정도 성장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거시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색옵션 시장 참
가자들이 증가하고, 개별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단위도 커지고 있어 이색옵션 시장은 계속해서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관건
금융 기관들은 이런 시장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스트럭처링(Structuring), 헤징
(Hedging), 가격 결정(Pricing) 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금융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신상품들이 기존의 전산
시스템에 손쉽게 취급될 수 있는 IT 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색옵션은 실제로 고수익을 추
구하는 반면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해당 금융 기관에게는 무엇보다 철저한 위험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최근 불
거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의 일차적인 원인은 부실 대출에
있으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CDO(부채담보부증
권)나 CDS(신용디폴트스왑)와 같은 신용 파생상품에 집중 투자한 헤지펀드들의 투자 행태 때문이었다. 미국
시장은 일차적으로 발행된 이색옵션인 유동화 증권들이 이차로 다시 유동화되어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
도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은 다
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사이에 신용 관련 이색옵션 거래가 부진하고 국내 시장이 세계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색옵션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 또 다른 시장 참여자는 감독원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 자산
과는 달리 이색옵션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다. 감독원은 효율적인 금융 시장 환경을 조성하
는 것보다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색옵션 시장에 대한 규
제가 강하다. 그러나 이색옵션은 시간에 따라 그 진화 속도가 매우 빨라 유가증권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논란
거리를 사전에 없애는 것도 감독 당국자의 일이다. 이색옵션 상품의 위험성을 금융 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충분
히 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내외 금융 기관들이 이색옵션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모두 감독자의 몫이다.
우리나라 이색옵션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인력도 부족
하고, 금융전산 시스템도 외국에서 거의 수입되고 있으며, 증권사들
의 낮은 신용도로 금리 관련 이색옵션 거래도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금융 기관들이 투자를 통한 이윤 추구에 서서히 눈
을 뜨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합병을 통해 증권
사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이색
옵션 시장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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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고 파편화됐던 개인들의 상거래 시장에 불과했던 Web
1.0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정보가 개방되고 공유되며, 서비
스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없는 Web 2.0이 다가온 것
이다. Web 2.0과 Web 1.0을 구분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집단 지성’
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과
거에는 웹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었
으나, 최근에는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Web
2.0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향후 어떤 완성된 형태는 없다는 전제 하에, 웹 플랫폼의 끊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실

없는 발전과 개선을 의미하는 영속적 베타(Perpetual beta),
모든 참여자가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UCC(User Created
Content), 넘치는 정보의 다양성에 따른 롱 테일(Long-tail),

Web 2.0의 핵심,
집단 지성이란 무엇인가
김성희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언제든지 확장 가능한 자유로운 분류 체계 폭소노미
(Folksonomy),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
를 창출하는 매시업(Mash-up) 등 Web 2.0을 설명하는 수많
은 기술과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집단 지성
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거나 집단 지성의 산물들
이라 할 수 있다. 소셜 북마크(Social bookmark)와 태깅
(Tagging) 역시 집단 지성을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다. 즉, 최근의 웹 서비스 산업에서 집단 지성은 가치 창출 측

면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집단 지성은 수많은 개인들의 의사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및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변화
하는 환경 속에서 웹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집단 지성은 웹 검색(Web Search), 추천 시
스템(Recommender System), 각종 예측(Prediction)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품질의 정보 생산을 가능케 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집
단 지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지성에 대한 정보와 기술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실(Smart Envoronments Lab)’
에서는 집단 지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
경에서 다양한 실험과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신뢰성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집단 지성 공간 안에서는 지식·정보의 생산자가 따로 없고 그 수혜자 역시 따로 없다. 누구나 생산할 수 있
고 누구와도 손쉽게 공유되면서 정체되지 않고 항상 진보하는 놀라운 지식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
집단 지성이란‘지능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개인들의 집합’
을 뜻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만
나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단 지성 기술 환경 하에서
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보적 고립 상태가 최소화된다. 집단 지성은 집단에 포함된 사람
들 하나하나의‘판단’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보 수집원이 되어 개개인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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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를 이용해 주석을 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후 사용자들이 이벤트를 공유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집

‘Upcoming.org’
를 10월에 인수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딜리셔스

단 지성은‘조직의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기업

(del.icio.us)라는 소셜 북마크 사이트를 인수했다. 딜리셔스는 웹 브

생산성(firm productivity)’
,‘기업 수익성(firm profitability)’
,‘팀

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자주 가는 사이트를 등록하는 것과는 다르다.

워크’그리고‘리더십’
에 있어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집단

딜리셔스 사이트에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페이

지성의 적용 범위는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특히‘의

지를 등록해두고 그 페이지에 대한 주석을 달면(Tagging) 그 내용은

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실(Smart Envoronments Lab)’
은 다음과

인덱싱 처리되어 딜리셔스 내의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게다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딜리셔스 사용자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공유된
다. 이렇게 공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딜리셔스는 가장 북마크가 많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고품질의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이 된 페이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특정인이 관심을 갖는 북마크 정보

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이트에

의 내역을 출력해주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인덱스와 페

축적된 가르침들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종류의 문서 형성에 어떻

이지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용자들의 관심 페이지에 대한 것도 확인

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떠한 기술과 동기 부여 체계가 필요한가?

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용자들이 참여해 분류한 인터넷 페이지들을 기반으로 검색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사람들의‘예측’
이 상품화 되어

할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우수한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들의 예측에 부여되는 가

된다. 특히 딜리셔스에 등록된 페이지들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유용

격이 대중의 투표나 전문가들의 예언보다 더 높은 적중률을 나타

하다고 판단한 검증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양질의 페이지를 대상으로

낸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운영해야 예측 시장이 가장 효

한 검색이 가능하다.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딜리셔스의 서비스

과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를 통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페이지를 분류하고 저장함으로
써 그 어떠한 로봇이 할 수 없었던 양질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인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인터

어떻게 지성을 모아야 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사람들이

넷 페이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은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미덕인 것이

과 여러 토론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가?

다. 그런데 딜리셔스는 IT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IT 종사자들에게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고 뜨거운 감자인 반면, 아직 사용자는 수십만 명

집단 지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장점은 시스템 자체의 속성과

에 불과하고 트래픽도 일 방문자가 200만 명도 되지 않을 만큼 거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활동 자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대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딜리셔스

지성 기술의 핵심 역량을 통해서 비전문가 군중들의 지식들을 축적·

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에 다소 사용법이 직관적이지 않은 것 또한

진화시킴으로써 전문가 집단 몇몇의 지식들보다 더 견고하고, 가치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는 지식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딜리셔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현재 집단 지성 기술은 Web 2.0을 추구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및

점은 인터넷 본연의 가장 큰 혜택인 정보의‘공유’
와‘공개’
를 통한

검색 산업에, 매우 중대한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집단 지성 기술에

정보가 재생산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정보는 발전이 없

대한 수요는 집단 지성과 Web 2.0의 표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야

다. 하지만 공개되고 공유하는 정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발전되

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후는 기존 검색 기능으로 선두

어 보다 유용한 정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본력 및 인재

자리를 차지하다가 강력한 라이벌인 구글의 도전으로 비즈니스 모델

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실정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각 산업 도메

자체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최근 태그 기반의 사진 공유

인별로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창출한다면 궁극적으로 높은 국가 경쟁

서비스인 플릭커(Flickr)를 인수했다. 플릭커는 소셜 포토 서비스로

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사진 저장 서비스들과는 달리 사용자들이 웹에 저장한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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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을호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을 찬성하는 관점에서 사
회책임경영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런데
사회책임경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회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저자들의 관점을 제시하겠
다.
첫째, 가장 먼저 제기되는 회의적인 의견은 주주의 이익에 부
합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책임경
영이 없어도 기업은 경제적인 것 이외의 것을 고려한다는 것
이다. 즉,‘계몽화된 자기 이익의 관점’
에서 볼 때 자신의 이익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고려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생
각해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

하지만 계몽화된 자기 이익의 관점을 취한다 하더라도‘실질적
인’주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대리인 문제가 심각

사회책임경영(CSR)에 대한
회의적 의견과 반론
안병훈 교수·장대철 연구원 _ 테크노경영대학원

하고 또는 환경 및 정보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정보의 비대칭
성이 큰 경우에는 사회책임경영의 기준 또는 표준의 존재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책임
경영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은 각 기
업이 자발적으로 계몽화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제
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책임경영은 기업이 본질을 바꾸지 않고 단지 가면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즉, 기
업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광고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책임경영 관련 보고서
의 수는 늘어도 질은 좋아지지 않으며 보고서에 기업의 진실된 정보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담배 등 해로운 상품(Baddies)을 제공하는 회사나 나쁜 이미지의 회사들이 사회책임경영을 열심
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신들이 일으킨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활동을 통해 생색을 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테스코(Tesco)가 지역 상권에 미친 피해는 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담배회사가 기부활동을 하는 경
우를 보면 사실은 담배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며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책임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책임경영의 마케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된
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가면의 용도로 사회책임경영을 활용한다고 해서 사회책임경
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과도기적이고 사회책임경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책임경영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사회책임경영을 적용하는 방법론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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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와 심각한 상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책임경영에 따라 높은 노동

충을 일으킬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시된다는 것으로 공익에 실

기준을 적용하고 이는 노동비용을 높이게 되며 따라서 후진국에서 투

속 없는 기업의 자발성에 의지하지 말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

자 철회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후진국 고용 감소에 의한 경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시장 실패의 보완은 정부에게 맡기는

제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 본연의 경제적 기능을

후진국에서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화시켜 이윤 극대화에 실패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구조적
분업의 논리에 의해 기업은 경제적 기능만을 담당하면 되는데 다양한

하지만 이는 상대적 관점의 사회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회

기능을 요구하게 되어 본연의 기능마저 약화된다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즉, 실행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기업과 산업과 국가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과 원칙을

하지만,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본질인 경제적 기능을 바꾸도록 유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단지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와 심각한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는
정부가 맡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

마지막으로, 사회책임경영의 도입은 기업의 목표의 다변화를 의미하

든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업이

는 것으로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논리를 제공할 가능성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업은 기본적인 자신의 역할인 경제

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 또는 경영진이‘사회책임경영’

적 가치의 창출을 추구하고 사회책임경영에 의해 이러한 가치 창출이

또는‘이해관계자 기반 경영’
이라는 가면 속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

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추구해 오히려 여타 이해관계자(특히 주

부적인 효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편익과 비용은

주)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들도 있다.

추가적인 부산물이 되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한 책
임을 모두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이러한 다수의 비판적 시각에 반론을 제시했지만, 이들 비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발생시킨 외부성을 내재화한다는 관

판들은 역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

점에서 정부 기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지 정부를 대체하

할 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한다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정보를 정부보다 잘 알고 있기

다. 이해관계자 기반의 경영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추

때문에 자신을 규제할 때 정부가 개입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

진되어야 하는데, 특정 분야는 잘하고 특정 분야는 못한다면 여전히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책임경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을 잘 못 추진하면 기업가치에 훼손을 줄 수

넷째, 사회책임경영보다는 진입장벽을 없애는 데 더 노력하라는 주장

도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모든 사회책임경영 프로그램은 중장기 기업

이 있다. 즉,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사전적으로 검

인데 기업은 독점력을 획득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본질이므로 진입

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벽을 높이면서 사회책임경영을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형태라

경영진과 노조간의 나누어먹기 식 관계개선, 협력업체와 구매부서간

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책임경영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

의 밀착은 언뜻 보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책임경영이라고 부를 수도

하지만 기업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독점력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히 바

없는 것이다.

람직하지 않지만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지배력은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

결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사회책임경영을 특정 이해관계자들과의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사회책임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신의 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관계로 파악될 때 발생하는 것이고 본질적으

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착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장지

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균형적이고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상호연

배력의 행사는 더욱 감소하게 되고 사회책임경영은 차라리 회의론자

관성까지 감안하는 확장된 개념의 지배구조 이슈를 함께 고려한다면

의 주장과는 반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회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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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이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7
년 중국 경제는 11.6% 수준의 고도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책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200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0.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년째 중국 경제가 두 자리 수의 고
공 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가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일각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어디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자 기사에서 일본과 한
국을 예로 들며 중국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
다. 올림픽 이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일본과 한국은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2% 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이들 두 나라는 올림픽이 건설 경기를 상당부분 부
양했고 올림픽이 끝난 후 특수가 사라지면서 급둔화 패턴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모델로 지난 29년 간 숨 가쁘게 성장해온 중국도 올림픽과
엑스포 이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다. 현재 중국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정책이 긴축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8~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베이징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거대 도시
화 전략에 따라 베이징은 연 평균 12%씩 성장하며 수준 높은 국제 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
나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급격한 팽창으로 베이징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
한 실정이다. 2006년 기준 베이징 GDP는 1,048억2천만 달
러로 중국 전체 GDP 2조2659억 달러(세계 4위)의 3.7%에
불과하다. 고정자산 증가율도 18%로 2007년 중국 전체 도시
고정자산 증가율 26.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JP 모
건이 최근 발표한‘2008년 아태 투자보고’
의 전망대로 올림픽
은 개최 도시인 베이징 경제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뿐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2006년 시작된 11차 5개년 프로
그램에 따라 그간 동해안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 불균형 정책
을 대폭 수정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는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중국 정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
는 대도시끼리 묶어 거대 도시를 만드는 한편 중형도시는 대도
시로, 소도시는 대도시로, 농촌은 소도시로의 확대 발전을 꾀하
고 있다. 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건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27%라는 높은 고정자
산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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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베이징-톈진, 상하이-항저우-쑤저우, 홍콩-션쩐을 한 권역
으로 통합하는 메갈로폴리스 구축을 위해 각 도시를 잇는 도로, 철
도, 항만, 항공 등 SOC 구축이 한창이다. 베이징-톈진 권역 형성을
위해 베이징 수도공항과 톈진 빈해공항 사이에 베이징 제2공항, 7환
선 도로망, 제2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 이전 개통
을 목표로 베이징-톈진 구간 고속철을 건설 중이다. 고속철이 완공
되면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베이징-톈진을 30분 내에 주파하
며 교통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톈진 정부는 대규모 항공, 해운 물류중심과 첨단제조업 기지를 육
성키로 하고 상하이 푸동 지구에 버금가는 빈하이(濱海) 신구를 조성
중이다. 2010년까지 세계 10위의 항구인 톈진항에 400억 위안(약
54억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현재 30km2인 항구 전체 면적
을 100km2까지 확대하고, 25만 톤 급의 심수항로, 30만 톤 급의
원유부두 건설, 북강항(北疆港) 지역 컨테이너 선석 16개 추가 건설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5000억 위안(약 680억 달러)을 투자하
여 금융 및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정보, 생명공학, 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공단개발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와 항저우, 쑤저우 등 장강삼각주 유역도 IT,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의류, 기계, 금융, 물류 등 각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
성하며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 통합을 위해 상하
이 푸동과 창싱다오(長興島)간 8.9km 해저터널과 창싱다오와 충밍
다오(崇明島)간 10.3km 창장대교를 잇는 총 길이 25.5km로 세계
최대 터널·교량결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60억 위안(약 22
억 달러)을 들여 닝보(寧波)와 항저우를 잇는 세계 최장 길이 36km
의 해상대교를 베이징 올림픽 개막에 맞춰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2008년 2900만 TEU 화물처리량으로 세계 1위 항만으로
등극할 예정인 양산심수항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홍콩과 션쩐도 2020년까지 통합해 총생산액 1조 1천억 달러의 세
계 3위 국제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13년간 교통, 세관,
생태, 건설, 금융, IT 산업 등 6개 분야를 통합하기로 하고 2020년
까지 홍콩 쳅락콕공항과 션쩐 보안(寶安)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전
철을 건설해 두 공항 간 교통시간을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SOC 공사는 이들 거대 도시군에만 한정되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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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동부 지역의 증가
율(21%)은 둔화된 반면 중부(36%), 서부지역(27%)에서의 투자는
오히려 평균 투자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도
로망을 모델로 중국 도로 및 철도망 재구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2010년까지 85,000km의 고속도로 건설 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45,400km를 완료한 상태이다.
도시 확장 또는 신규 도시 건설로 인해 중국의 도시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5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도시인구
는 2010년에는 6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앞으로
8%대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약 1억 채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500만
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순수출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로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기존 계획안대로 고정자산투자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사유재산 인정을 골자로 한 법체계가 정비되
면서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로 이어질 전
망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조
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전역으로 볼 때에는 이제 비로소 본격적
으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시작된 셈이다.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
주, 베이징-톈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만 경제권을 성공적으로 건설
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그간의 노하우와 자신감, 그리고 풍부한 자금
력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중서부 지역을 개발해나가고 있다. 세계 어
느 지역보다 높은 집적도를 보이며 막강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와 중국 전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거대하게 구축하고 있
는 도로, 철도 등 SOC 건설, 내수경기진작 정책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 등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중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보
인다. 앞으로 세계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의 등장을 보게되지 않을까 두려운 심정으로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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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기자

글로벌 인재로 향하는 또 다른 길
to be an Exchange Student
최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Globalization”
이 아닐까? 이렇듯이 세계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개인의
경쟁력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고자 하는 KAIST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외국에 나가 직접 공부하고, 더 생생하게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한편으로 외국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얼마 전 바로 이런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9일에 열린‘정보 공유의 장’
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20개가 넘는 학교들이 KAIST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맺
고, 매 학기 2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해외 대학에서 공부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KAIST 학생들
과 현재 KAIST 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교환 학생들이 참석해 자
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국 교환 학생들
이 준비한 학교 소개 프리젠테이션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리젠테이션은 Laura Moschizi(Bocconi University-이탈리아),
Kuo-lung Yeh(National Sun-yat Sen University-대만), Zheng
Yufen(Tsinghua University-중국), Candic Tang(University of
St. Gallen-스위스), 그리고 Aleksandra Florys(Warsaw
University-폴란드)가 맡았는데,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
영하듯 Tsinghua University와 National Sun-yat Sen
University에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2008년 교환 학생 희망자를 위한 Partnership School 소개
학교명
위

특

치

징

학교 생활

생활 환경

장

점

Information

Pepperdine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Pacific Coast Highway, Malibu, U.S.A

Makati City, Philippines

교수와 학생간 비율 1:15 정도

필리핀 최고의 MBA School

실무 경험이 풍부한‘Faculty’
의 실용성 짙은 강의가 돋보임

아시아 최고의 역사(1964년 설립)

국제 학생 비율 30%

하버드식 교수법(토론식 수업)

15-Week Trimester(Fall, Spring, and Summer)
학기당 10~18학점 이수(학업의 강도는 과목에 따라 다름)

학생수: 한 학년 약 80명/년
1학년 2 Semester, 2학년 3 Trimester
2년차의 2학기, 3학기 중(매년 10월~12월 또는 다음해 2월~4월)

학교 기숙사: 약 100만원/月(Single Room)

수업: 2학점, 5과목(20개 세션으로 구성, 1세션 90분 강의)

외부숙소: 약 200만/月(중상급)

기숙사: 약 30만원/月(6인 1실) / 외부숙소: 약 50만원/月(원룸)

자동차 렌트비: 70~100만원/月(아반떼급)

식비: 3~4천원(일반식당)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날씨가 연중 매우 좋음

학교시설, 인터넷 환경은 좋지 않으나, 강의 수준이 높음

캘리포니아 전역을 여행 다니기에도 좋음

학생참여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 동력임

근처에 한인 타운이 있어 음식 문제 없음

골프, 해양스포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며 여행 다니기 용이함

http://www.pepperdine.edu

misidro@aim.edu.ph, rsanjose@mail.aim.edu.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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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위

치

특

징

ESCP-EAP 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Sasin Graduate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Chulalongkorn University

Paris, France

Bankok, Thailand

프랑스 특수 학제인 그랑제꼴 비지니스 부분 2위인 학교

태국의 왕립학교

외국인 학생 비중 높음(한 학기당 200명 정도의 교환 학생)

미국 초빙교수가 직강 하는 강의로 유명함

불어를 못해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음

미국 켈로그를 벤치마킹한 Curriculum 구성 좋음

수업: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연강
학교 생활

마케팅 수업: 과목당 기말고사 + 2~3개의 Team Project

국제 학생 비율 약 10%(10명 정도)

기타 과목: 수업 + 중간·기말고사 + 리포트 제출

3~4월이 방학, 6월 개강, 가을학기(9월)에 시작 가능

보통 5과목 정도 수강, 희망자에 한해 불어 수업(2시간/주)

생활 환경

기숙사: 없음 / 외부 기숙사(스튜디오): 약 600~800유로/月

기숙사: 약 60만원/月

식비: 2.5~3유로(학교식당)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숙소 이외 비용은 저렴한 편임

한달 생활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

주변 지역을 여행하기 좋음

다양한 나라의 교환 학생들과 교류 가능
장

점

유럽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음

향후 태국 비지니스를 할 경우, 네트워킹에 도움이 됨

다른 유럽 지역 여행도 용이함
Information

http://www.escp-eap.net/about/paris.html

학교명

Tsinghua University

위

치

Beijing, China

특

징

중국 최고의 MBA school
KGSM과 유사한 Curriculum 구성

학교 생활

12학점 정도 이수
푸다오(개인 중국어 교습) 시간당 30~100위엔
기숙사: 25만원/月(2인 1실)

생활 환경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
실외 골프 연습장 3개월에 2000위엔 정도이며 필드, 스키장 등이 저렴함

장

점

Information

중국에 대한 관심 및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충족에 매우 좋음
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음
http://mba.sem.tsinghua.edu.cn/mbaen/tabid/193/Default.aspx

StudentAffairs@sasi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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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Work in Senegal

윤진숙 기자

따뜻한 IT 세상을 꿈꾸며
정보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IT 소외 국가가 있게 마련이어
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지로 매년 IT 전문가들을“인터넷청년봉사
단”
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종휘, 신태영, 이경희(이상 정보미디어MBA), 그리고 윤진숙(테크노
MBA) 학생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여름 방학을 활용한 IT 교육을 하고 돌아왔다.

세네갈, 그 뜨거운 태양과 배움에 대한 열정
2007년 8월 13일 훅 밀려드는 뜨겁고 습한 밤공기를 들이마시며
드디어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세네갈은 정치
적 안정을 바탕으로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
이고 있는 나라. 우리에게“파리-다카르 랠리”
로 더 잘 알려진 다카
르가 바로 수도이다.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정치적 분쟁이나 전
쟁 위험은 없지만, 천연 자원이 부족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높
은 교육열과 뛰어난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지친
몸을 눕히기가 무섭게, 피~융, 폭탄 투하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듯한 불길한 기

분에 휩싸여 눈을 뜨니 새벽 3시였다. 모두들 놀라, 창 밖을 내다보
니 저공비행중인 비행기가 보였다. 숙소가 공항 근처라 비행기 소음
이 약간 크게 들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비명 소리를 연상케
하는 큰 소음에 놀라 깨어보니, 시간은 새벽 4시. 숙소 길 건너에 있
는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 의식을 위한 스피커 방송이 큰 소리로 시작
되었던 것이다.
도착 이튿날, 주세네갈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관을 비롯한 직원
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수업하게 될 다카르 대학으로 갔다. 다카
르 국립 대학교(UCAD: l’
Universite Cheikh Anta DIOP de
Dakar)는 세네갈 최고의 대학이자, 중부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손꼽히
는 대학 중 하나다.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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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세네갈 이름을 지어주는 등 세심한 배
려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이종휘 팀원은‘Country Boy’
에게 주어지
는 이름이라는‘뎀바’
, 신태영 팀원은 이슬람 현인 무함메드 부인 이
름이라는‘아이샤’
, 윤진숙 팀원은 단아한 느낌의‘아와’
, 이경희 팀
원은‘빠뚜’
라는 부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UCAD와 주세네갈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아프리
카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낮에는 30도를 넘는 낯선 곳에 적응하기에 우리 몸이 준비가 덜 되
었던 탓인지, 우리 모두 설사병과 심한 탈수 증상에 시달리기도 했
다. 하지만 우리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했던지,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수업 첫날 컴퓨터실을 꽉 채운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우리의
얼굴을 신기한 듯이 컴퓨터와 번갈아 쳐다봤다. 난생 처음 그렇게 검
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니 긴장과 걱정이 교차되었다. 그러나
이내 이를 하얗게 드러내고 웃는 해맑은 웃음과 우리의 서투른 영어
에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배우려는 적극성에 우리가 가졌던 긴장과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우리는 주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급 홈페이지 제작, 초급 포토
샵, MS-Office 수업을 진행했다. 검은 피부에 유난히 크고 해맑은
눈빛으로 한 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열정적인 학생들의 태도
에 우리 팀원들도 더 열심일 수밖에 없었다. IT 수업 외에도 우리는
한국어 강좌와 탈 만들기, 연 만들기, 제기차기 등의 우리 문화를 알
려주었고, UCAD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
었다.
세네갈에서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이틀 동안 진행된 KoreanSenegal 페스티벌과 수료식이었다. 한국 문화와 맛을 조금이나마 보

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놀이(제기차기 등)를 기획했고, 밤새 준비한
음식인 불고기, 김밥, 비빔밥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 콘
테스트를 열어, 그 동안 배운 것을 시연해 보였다. 축제날은 학생들,
학교 관계자, 가족, 친구들까지 모두 같이 자리해 흥겨운 놀이 한마
당이 펼쳐졌다. 정성스레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Wonderful”
,
“Very Good”
을 연발하며 먹는 모습에 우리는 국가와 인종을 뛰어
넘어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수료
식에는 세네갈 주재 최동한 대사와 다카르 대학 학장, 언론사 기자들
이 참석해“인터넷청년봉사단”
으로서의 활동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최 대사님은“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 주었다”
며 우리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치하했다. 현지 이영선
KOICA 관리요원은“3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에 파
견되어 있는 25명의 KOICA 봉사단원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해냈다”
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대학 관계자들은 훌륭한 대사관을 통해 이
렇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팀원
들 모두에게 감사장과 전통 의상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우
리를 흐뭇하게 만들었던 건 학생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가
뜩이나 취업문이 좁은 세네갈에서 좀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계
기를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비록 짧은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보여준
우리 팀원들의 열정과 세네갈에 대한 애정, 팀원들 간의 배려와 헌신
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를 통해 머나먼 서
아프리카 세네갈에 한국의 문화와 IT Korea를 알리고, 그들의 친구
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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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교수 _ MBA Director | 박달원 기자

How To Improve
KAISTs’ Career!
김지은

연세대 신문방송학 학사
신세계 백화점부문 _ 마케팅 3년
테크노MBA ’
08년 2월 졸업예정

조성재

유형준

부산대 기계공학 학사
포항공대 기계공학 석사
대우조선해양 _ 진동소음연구팀 4.6년
금융MBA ’
08년 2월 졸업예정

KAIST 기계공학 학사
한국IBM _ 전략컨설팅&마케팅 7년
정보미디어MBA ’
08년 2월 졸업예정

KAIST MBA들의 새로운 진로 선택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2월 졸업예정자들일 것이다. 고등교육
을 받은 고급 인재들의 취업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KAIST 경영대학의 졸업생들은
매년 100%에 가까운 취업율을 기록하며 취업난이 무색한 저력을 보여왔다. 해를 거듭해 가면서
KAIST MBA의 취업에 대한 질적 향상이 눈에 띤다. 취업의 질이라 하면, 얼마나 졸업생 본인의
적성에 맞고 본인의 비전에 부합하는 원하는 분야에, 적절한 지위와 보수를 받고, 취업이 되느냐
의 문제일 것이다.
MBA에 진학하는 이유는 대개 경력 전환, 전문 지식의 보충, 지위 상승 등으로 압축된다. 그 가
운데 KAIST MBA 학생들은 경력 전환의 목적이 압도적이다. MBA 과정을 통해 업무 분야의 전
환은 물론, 산업군의 전환까지도 가능한 만큼 재학 시절의 변신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
며, 특히 취업 시즌이 되는 마지막 학기의 경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KAIST
MBA 3명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변신 노력과 실제 성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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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을 그만두고 KAIST MBA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MBA 과정 중 경력 계발을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3 원하는 Job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4 향후 궁극적인 목표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Interview with Jieun Kim
학부 졸업 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공이 아닌 탓에 이론적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경영학적 지식
을 갖추고 제대로 경력을 키우고자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KAIST 테크노MBA를 택했습니다. 입학 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마케
팅,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수업에 충실했고, 특별히 공모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입상 경력 3회). 공모전 준비를 통해 다양한 산
업에 대한 전반을 공부할 수 있었고, 유망한 산업 부문에서 마케팅 경력을 이어가고자 했지요.
저는 현재 은행권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해당 기업에의 공모전과 인턴 근무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출하고자 하
는 산업 전반과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과 인턴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
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던 은행에서 채용 오퍼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 산업에서는 마케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생각합니다. 향후 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 마케팅 시장 또한 점차 확장될 것입니
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금융 마케팅 전문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Interview with Seongjae Cho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면서“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직접 이
문제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금융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KAIST 금융MBA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융
MBA 공부를 하다 보니, 역시 학과 공부+ α
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생금융 전문가라는 특화된 목표를 정하고 관련 수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만나보고 직접 분석, 예측해 보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FA, FRM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 과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졸업 후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거래 및 헷징 등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 수업도 물론 중요하
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만의 창의성을 키우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 스페셜리스트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계 자본을 유태인들이 석권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를 한국
자본으로 바꾸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국제 파생상품 전문가가 되어 리스크를 헷지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
의 목표입니다.

Interview with Hyungjoon Yoo
기존의 제 경력에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로서 리더십, 재무 등의 이론적 지식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에
서 국제 시장을 무대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자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정보미디어MBA를 선택했습니다. 현업
에 근무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회계·재무 분야의 과목과 시간의 제약으로 상당히 인텐시브한 정보미디어만의 커리큘럼을 통해 폭넓
은 지식을 얻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MBA 과정이란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BP 본사(London)의 IT 전략/기획 부문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경력 전환이 아니라, 기존 경력을 살리
고 부족한 부분을 MBA 과정을 통해 보완한 점이 크게 어필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 근무를 위해 영어는 필수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기회를 가지게 된 만큼,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글로벌한 시야와 오픈 마인드로 항상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크게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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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람 기자

전설의 해커에서
벤처회사의 CEO까지,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대표
프로필
2005.9~현재

태터앤컴퍼니(블로그 전문회사) 설립

2004~2005.9

SK텔레콤 근무

200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

2002

보안업체 젠터스 설립

1997

보안업체 인젠 창업 멤버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

1992

전북과학고 입학

1976

전북 전주 출생

태터앤컴퍼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노정석 동문은 KAIST 경영공학 94학번이다. 재학 중이었던 1996년, 포항공대 전산시
스템 해킹 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는 이제 벤처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이번에는‘세상을 바꾸어 놓을’기술을 선보
이고 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노정석 동문에게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태터툴즈, 텍스트큐브
2005년 9월에 설립한 태터앤컴퍼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설치형 블로그인 텍스트큐브(구 태터툴즈)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아직도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텍스트큐브’
나‘태터툴
즈’
. 원래‘태터툴즈’
라고 불렸던 블로그 소프트웨어가 지난 8월 16
일에 공개된 텍스트큐브 1.5버전을 기점으로‘텍스트큐브’
라는 새로
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태터툴즈는 설립 이후 1년 6개월 여 만에
텍스트큐브 외에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www.tstory.com), 블로
그 미디어 사이트 이올린(www.eolin.com)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이며 블로거들 사이에서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싸이월드와 같은 가입형 블로그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국내 블로그 업계에 설치형 블로그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한국 블
로그의 자존심’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더 좋은 블로그 문화를 만들고 싶은 공통의 마음으로 정재훈씨
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회사의 캐치프래이즈인‘Brand Yourself’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죠.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삶의 아름다운 추억과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갈무리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2007 Winter

개인 브랜드를 갖추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회사의 미션입니다.”
라며 회사의 비전을 소개했다.

창업, 행동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문에서 진리를 추구하는‘KAIST 학생’
의
모습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그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일까?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겸손한 대답을 내놓
는다. 그렇지만 그의‘행동’
에 대한 집착과 열정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비범함이 느껴진다. 무엇이든 부딪히고 본다는 그는 무엇이든
행동하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배움을 얻는다고 말한다.“제가 하고 있
는 일도 이쪽 사람들이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밥 먹으면서 혹은
술자리에서 몇 번씩 이야기가 오고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
은 생각과 말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죠.”

‘나’
라는 회사의 리더, 인재상
“엘리트는 많은데 리더가 없어요. 자신만의 방향과 향기를 가진 사람
이 없는 거죠. 여기저기 휩쓸리기만 하는 엘리트들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판단의 연속인데 자신의 판단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나’
라는 회사의 리더에요. 내
가 생각하는 세상이 더 옳은 세상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
다고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두루두루 인정받으면서 보통의 착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서,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유
행처럼 쫓고 있는 우리 세대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평범한 일도 비범하게 해내는 사람,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생각하는 인재라고 덧붙였다.

만들어지는 리더, 노력
예전부터 이렇게 사업·사람·리더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신념
이 있었냐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20대 중반까지도 방황
의 시간을 보냈다는 그는 처음부터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항상 실패한다며 그저 끊
임없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 학생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후회되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독서와 기초 공부를 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C++
의 기본서를 다시 꺼내들어 공부하고 있다는‘전설의 해커’
의 모습에
서 진정한 리더, 겸손하고 노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KAIST, 학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노정석 동문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의 저는 KAIST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라는 학교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KAIST에서 얻은 기회,
KAIST에서 만난 사람, KAIST에서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
습니다.”또한 학부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병천 교수에 대한 깊은 존
경을 표시했다. 김병천 교수는 그가 방황하던 학부시절에 경영공학이
라는 전공으로 이끌어 주고, 해킹 사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보살펴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바
쁜 생업 탓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하다며 꼭 안부를 전해달라
고 전했다.

창업, 그리고 벤처를 꿈꾸는 당신에게
세상에 일반화된 생각처럼, 우리나라는 벤처가 성공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에 그도 동의했다.“벤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
람들이 만류합니다. 성공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
은 한국의 현실이고 사실일 뿐, 스탠포드에서는 졸업 후 바로 구직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창업이 성행하고 있습
니다. 단순히 벤처를 창업하는 일 뿐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성공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데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창업의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와
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는 요청에
그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야기한“Connecting the
dots”
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모두 예상하고 살아가
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인생의 경험에
서 찍히는 수많은 점들을 연결해 나가세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노정석 동문의 사업과 인생을 이끌어온 가장 기본
적인 철학이 아니었을까.

바쁜 일정과 수많은 인터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친절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노정석 동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의 꿈과 비전, 태터앤컴퍼니의 앞날에 성공이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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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속에 영원히 간직되길... 2007 가을, 그리고 KAIST!

경영대학 가을 축제‘추억 만들기’

김경진 기자

Campus Event

갑자기 내려간 기온과 매서워진 바람으로 유난히 춥게 느껴지던 지난 11월 1일, KAIST 경영대학 가을 축제가 막을 올
렸다. 오후 3시 30분 이호찬 학생회장(테크노MBA 1년차)의 개회 선포와 함께 시작된 가을 축제는 쌀쌀한 날씨로 학생
들의 참여가 낮아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과 치킨 바비큐, 각종 먹을거리를 즐기는 학생들로 북
적이고, 축제의 열기도 뜨겁게 고조되며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었다.

어울림 마당에서 하나 되기
이번 가을축제는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알찬 기획
력이 돋보였다. 1부‘어울림 마당’
의 메인 프로그램인‘한마당
게임’
이 진행된 원형광장 무대는 축제 음식을 즐기며 구경거리들
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북적임으로 어느새 발 디딜 틈이 없어졌
다. 김경진(테크노MBA 1년차), 박달원(테크노MBA 1년차) 학생
의 사회로 진행된‘한마당 게임’
은 음식 많이 먹기, 맥주 마시기
대회, 사람 찾기, 남녀 팔씨름 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게임에 참가해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교환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즐거움을 더했다. 원
형광장 무대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내 곳곳에서
는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야외 코트에서는 테니스 경기가,
탁구장에서는 탁구 경기가, 교내 강의실 한 곳을 빌려‘위닝 일
레븐’대회가 펼쳐져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SUPEX 경영관 입구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들로 사진전
이 열렸다. 이 전시회는 특히 마음에 드는 사진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인기투표를 실시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친
숙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의 재미있는 모습이 담긴 사
진들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뜨거웠던 열정의 마당
1부 순서가 마무리되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2부‘열정의 마
당’
은 모두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주 무대인 1호관 대강당
에서는 교내 동아리‘쥬크박스’
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재학생
들의 장기자랑인‘뽐내기 대회’
가 열렸다. 테크노MBA 2년차 학
생의 가족이기도 한 KBS 이지연 아나운서가 무료 사회를 자청한
‘뽐내기 대회’
는 재능과 끼로 가득한 학생들이 알찬 공연을 선보
인 자리였다. 교환학생의 태권도 시범, 판소리 공연, 발라드, 댄
스 등 다양한 무대가 진행될 때마다 관객들의 호응과 열기가 뜨
거웠다. 특히 공연전 교내에 포스터까지 붙여가며 모두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테크노MBA 1년차 남학생 4명의‘원더걸스’공연은
이번 축제의 가장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되었다. 가요제에 이은
윤도현 밴드(이하 YB)의 공연은 이런 흥겨움의 클라이맥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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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Campus Event

수줍어하는 관객들을 일으켜 세워 호응하게 만드는 능숙한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열정의 무대를 이끈 YB는 대강당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며 1시간 20분간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공연을 통해 교수, 학생, 가족,
친구 모두 하나 되어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한마음이 되었다.
공연이 끝나고, 경품 추첨까지 마무리된 후에는, 마지막으로 뜨
거웠던 축제를 마감하는 와인 파티가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와인
파티에서는 간단한 와인 강좌가 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
지 깊어 가는 가을밤을 함께했다. 와인 파티를 기획한 테크노
MBA 1년차 길혜진 학생은“와인 파티를 준비하면서 저렴한 가
격으로 최대한의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노력했고, 평소 학
교생활에 바빠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없었던 학우들에
게 따뜻한 분위기와 좋은 음악을 준비해, 축제의 마지막을 여유
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다행히 학우들
의 반응이 좋아서 성공적인 파티가 되었고 오히려 와인이 부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고 전했다.

또 다른‘추억 만들기’
를 기약하며
제7대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추억 만들기’
라는 KAIST
경영대학의 일관된 축제 구호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며 우
리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가을 축제로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
들어 주었다. 이호찬 학생회장(테크노MBA 1년차)은“앞으로도
KAIST 경영대학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재미와 열정이 공존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고, 특히 바쁘고 딱딱한
캠퍼스 생활 속에서도 하루 정도 여유를 갖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매년 축제의 큰 모토는‘추
억 만들기’
인 만큼, 아직 완전하지 못한 행사이지만 앞으로는 한
층 여유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꾸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즐기며
추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
다. 짧은 준비 기간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알찬 내용
과 좋은 반응을 얻은 이번 축제는 여러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
어 자칫 산만한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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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R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사슴처럼 큰 눈
2007년 봄 기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시 경제학을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교수와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했
던 조교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덕분에 어려운 수식도, 복잡한 그래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들이 연구하는 곳
이‘DEER Lab’
이다. 2001년에 창립된 DEER는 올해로 벌써 7년째가 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기업 컨설
팅을 수행하고 있다.

DEER(Digital Economy & Enterprise Research)

김대진 기자

IT 세계의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

트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DEER는‘Digital Economy & Enterprise Research’
(디지털

주로 이용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경매 종

경제 및 기업 리서치)의 약자다. 연구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료일까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소비자가 그 가격에 상품을

DEER는 주로 IT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경매 종료

예측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경매사이

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에는‘지금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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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박사 1년차인 정광재 씨는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 현상을 연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점, 즉 소비자가 경매 종료일까

구중이다. 또한 DEER의 막내인 석사 1년차 정종헌 씨는 IT 환

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에서 법률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07년 초 많은 학생

상황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경매 종료일까지 기다리는

들이 졸업해 현재는 세 명만이 연구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 공간

경우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종료일

에서 생활하고 있는 테크노MBA 학생들과도 평소에 가깝게 지내

까지 기다리려면 경매 사이트의 경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지난 봄‘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행사에도 모두 모여

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한편 즉시 구매하기를

즐거운 파티를 열기도 했다.

택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반면, 판매자가 책정한 그
다지 싸지 않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IT와 이의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기자는
지난 11월 30일 DEER가 주관하는‘e비즈니스와 정보기술’과
목의‘웹2.0, UCC,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크라우

의 의사 결정에 이를 수 있다. 이 소비자가 느끼는 시간과 노력,

드소싱(Crowd Sourcing)... 웹3.0’
이라는 제목의 JDF(Joy

가격 간의 상대 가치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소비자의 구

Dream Fun) 김규동 사장 강의에 참석했다. 유저(User)가 컨텐

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츠를 직접 제작하고 서로 공유하고 협동하는 웹2.0 시대와 이로

은 이 함수를 활용해 최적의 경매 종료일과 현재 구매 가격을 책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이와 관련해 우리 또는 기업이 창조할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이었다.

곳이 DEER다. 경제학 이론을 IT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현
상에 적용해 이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어

DEER는 현재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많은 기업으로부터 경영컨

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추후 관찰함으로써 경제학 이론의 적용

설팅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메인프레임 선정 의사결

이 맞았는지, 틀렸다면 어느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정에 관한 요인 분석 연구를 IBM으로부터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등을 검증한다.

끝마쳤으며, 과학기술부 정보화 방안에 대한 연구(과학기술부 의
뢰)도 수행했다. 올해도 TCO(Total Cost of Ownership; 소유

가족처럼 따뜻하게...

총비용) 평가에 관한 분석 연구(IBM 의뢰)를 수행중이다. 앞으로

DEER는 매주 세미나를 연다. 이 시간은 각자가 현재 연구중인

IT 환경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DEER의 손길을 요구하는 기업이

과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진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DEER가 많은

지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이 시간을 통해 이병태 교수는

기업의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학생들의 연구와 관련하여 본인이 최근에 알게 된 지식이나 아이
디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시간에는 특히 이병태 교
수의 자상함이 눈에 띈다.‘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내가 도와
줄 것은 없느냐’등 조그마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학생들에게 물
어보며 챙긴다.
DEER에는 세 명의 학생들이 연구 중이다. 박사 4년차 심선영
씨는 웹2.0, e비즈니스, IT Governance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

지도교수 소개
이병태 교수는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1994
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MIS)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주)신도리코에 근무했으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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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시간과 노력, 가격 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상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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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무대를 세계로 옮겨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
KGLC(KAIST Global Leaders’Club)

Oh My Club

지난 2007년 3월, KAIST 테크노MBA 입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 KGLC는 미래의 경영 지도자
양성이라는 KAIST MBA 과정의 목표에 맞춰 결성되었다. 홍관선 회장(테크노MBA 1년차)으로부터 동아리에 대한 소개
를 들어보았다.
김경진 기자

KGLC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KAIST Global Leaders’Club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적 감각
을 키우기 위해 The Economist, WSJ, Financial Times,
HBR 등 국외 주요 저널의 비즈니스 이슈들에 대해 리서치하고
토론하는 클럽입니다. 모든 토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워밍
섹션(Warming : Hot Issue for the week, Book review)과 글
로벌 섹션으로 나누어 약 1시간 20분 동안 각자 준비해 온 주제
에 대해 발표와 열띤 토론을 합니다. 한 마디로 토론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만든 영어 토
론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정기모임이 진행되며 현재 교환 학생 포
함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충분한 토론 시
간을 보장하기 위해 열의를 가진 소수정예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학기 동안 멤버십이 유지되고 피드백을 통해 재등록 여부를 정하
고 있습니다.

2007년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처음 모임을 시작하던 날,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에 부
담을 느끼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멤버들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조금씩 말을 이어가며 끝낼 즈음에는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
고 이러한 발표와 토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이전에
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간을 계기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멤버 각자가 느낀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동아리의 출발이 성공적이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었습니다.

KGLC 동아리의 향후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 KGLC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주변국의 영향에 대한 특
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13억 인구라는
막강한 노동력과 소비력을 앞세운 중국의 비상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절반이 경영
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예비 지도자
과정인 테크노MBA에서 더더욱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
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의 성장과 그
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각적인 리서치와 집중 토론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전문가로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열정으
로 다져진 08학번 신입생 영입을 통해 동아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신규 멤버 영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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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경영·경제 관련 지식 공유 사
이트 Baromba.com은 경영 관련 한글 자료가 거의 전무하고, 신뢰
할 만한 무료 정보를 얻을 공간이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다. 현재 회원 수는 200명 정도로 아직 시작 단계
에 있지만 20~30대 학생들의 재교육이나 MBA 입학에 관심이 많
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KAIST 경영공학 과
정 문태성, 테크노MBA 김민정, 이수연, 임태준(이상 1년차), 한양
대 공대 대학원 장현우 씨가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며 경영학과 관련

일평균 수면시간

재학생들의 생활 및 의식 조사
월평균 용돈

5%
20%
49%
19%
7%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여가시간 활용

4%
29%
45%
17%
5%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33%
26%
17%
11%
6%
5%
2%

수업·조모임
술자리
기타
동아리
동문회
운동
과외활동

27%
19%
16%
12%
12%
8%
6%

외국어
기타
주식대박
결혼
운동
다이어트
금연

인맥관리
39%
17%
15%
11%
9%
5%
4%

TV·영화감상
잠자기
운동
수다·술자리
독서
기타
게임

겨울방학 계획

신년목표
27%
21%
15%
13%
12%
7%
5%

휴식
기타
인턴
중국프로그램
여행
계절학기
어학연수

29%
27%
19%
15%
5%
3%
2%

연봉
안정성
기타
기업문화
근무시간
업무강도
복지혜택

직장선택기준

?

설문대상 KAIST 경영대학 재학생 150명(무작위)
설문기간 2007년 12월 3일 ~ 12월 6일

Campus Story

KAIST Questionnaire

된 수업 내용, MBA 학교 정보, 신문 기사, 도서 소개, 회원 칼럼,
회원들이 정한 주제에 관한 연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Baromba.com이 다른 정보 공유 커뮤니티와 차별화된 점은 다소 포
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타 공간에 비해, 경영·경제라는 한 가지 주제
에 한정,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포부는 경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상호 작용(Interaction)이 활발한 공간으로 발전시키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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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경제 관련 지식 공유 사이트 www.Barom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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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MBA 학생모집, 불꽃 튀는 경쟁 속에 빛을 발하다
2006년 9월 서울대, 고대, 연대 등 국내 MBA 과정이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지난 2007년 10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2008 KAIST MBA
학생 모집 결과는 개원 이래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예년에 비해 정
원이 310명으로 50%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2.3:1을 기록
했으며, 특히 General MBA인 테크노MBA는 3.5:1, 금융MBA는 3:1
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최종 합격된 300여 명의 신입생이
2008년 2월부터(정보미디어MBA는 1월) 교육을 받게 된다.
배순훈 부총장은“2006년 한국형 MBA의 출범으로 선택이 폭이 넓어짐
에 따라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경쟁률이 2.3:1
을 기록한 것은 12년 간 국내 MBA 과정을 선도해 온 KAIST의 경쟁력

운 아이비(News Ivies)”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고, 출신 동문 및 교수진
중에서 노벨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인물이 각각 8명과 12명에 이른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선정한 2007년 미국 경영대
학원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특히 재무·회계 분야에서 5
위에 오르기도 해 금융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재학생들, 다양한 수상 소식으로 능력 검증
지난 2007년 10월 29일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하는‘제5회 텀페이퍼
공모전’
에서 박사과정 강소현(지도교수 강장구), 윤선중(지도교수 변석준)
학생이‘금거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대상(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했다.

을 인정받은 것”
이라며,“국내 MBA가 해외 MBA와 비교해 비용 대비

이어 테크노MBA 1년차 학생들의 수상 소식도 있었다. 가상의 비즈니스

효과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MB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케이스를 통해 문제점 도출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에 이르는 논리적 전개

것에 대한 혜택을 입은 것 같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

발표한 한국형 MBA의 경쟁률이 인기 대학과 비인기 대학으로 양극화 현

을 평가하는 ‘2007

상을 보인 것과 관련, 배 부총장은“현재 국내 MBA의 옥석이 가려지고

Deloitte Consulting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나면 경쟁력 있는 MBA만이 평가

Case Competition’
에서

받고 살아남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제석, 이종건, 박수진,
이해연, 이현주 학생팀

금융전문대학원, 로체스터대와 복수학위제 실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지난 2007년 10월 29일 금융 MBA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

(K-ONE)이‘경쟁력 강화
및 M/S 확대를 위한
M&A 전략’
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Sim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 복수학위제 시

한편 12월 1일, 생산적, 현실적 복잡계 연구를 주제로 열린‘제2회 복

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잡계 컨퍼런스’
에서 경영공학 박사과정 이상윤 학생(정보통신 경영전략

이에 따라 KAIST 금융MBA의 총 2년 과정 중 로체스터대에서 10과목
(30학점)을 추가로 이수
하면 KAIST 금융MBA 학
위와 로체스터대 금융학

연구실, 지도교수 안재현)이‘Managing Market-level Expectation of a
New Product’
라는 주제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영걸 교수, 우수연구원 대통령 표창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김영걸 교수가 2007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구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영걸 교수는

14명의 재학생이 이 프

KAIST 지식경영연구센터장으로서 활발한 산학협동연구를 수행해 2006

로그램에 이미 참가 중이

년 한국지식경영학회의

며, 매년 전체 입학생

학술심포지엄에서 최우수

100명 중 20여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이 복수학위제는 타 대학의 복수학위제가 상대 외국학교의 입학 심사와
수학 기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제 취득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MBA 취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엄격한 입학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KAIST와 로체스터대의
복수학위제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자체 자격심사만으로 입학 허가
가 가능하다. 또한 학점인정제 방식을 도입해 로체스터대 금융 과목 중
30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단축할 수
있다.
로체스터대학은 미국 최고의 교육평가 기관인 카플란이 2007년“새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6 국제지적자본학술
대회(World Congress
on Intellectual Capital)
조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이 세계 지적자본 연구의
주요한 허브 국가가 되는 데 공헌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 포상
은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사
기를 진작하기 위함으로 매해 수여되며, 수여식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 과천 과학기술부 혁신실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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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뜻 깊은 시간이

AIM, 강보영 총동문회장 임기를 다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바로 오늘처럼 여
러분의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라는 것입니다.”AIM 총동문회장직 임기를
다하며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의 말처럼 지
난 2007년 12월 18일 AIM 2007년 송년회가 열린 신라호텔 다이너
스티홀은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되었다. 현악 4중주와 함
께 펼친 그의 피아노 연
주를 통해 친숙했던 노래
들이 새롭게 다가왔으며
피아노에 대한 진솔한 이
야기가 곁들여져 보다 아

이날 행사는 <낭만, 가는 세월 그리고 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늑한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동문들이 교복을 입고 무
대에 등장해 웃음을 준
‘도전 골든벨’에 이어,
통기타 가수 최백호 씨와
그룹‘펄시스터즈’출신
의 배인순 동문(AIM 27
기)의 열정의 콘서트가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제2차 IT 중소기업 경영자 워크숍 개최
2007년 11월 13일, 중소기업 재직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IT중
소기업 경영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정보미디어연구센터
(센터장: 윤창번 교수, 안재현 교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IT벤처기업
연합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후원
을 받았다.

이어지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행사를 연

이번 2차 워크숍은‘주요 IT기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전략’
이라는 연제

말연시 각종 모임 중 단연 기억에 남는 밤이라고 평가했다.

하에‘삼성전자 정보통신
의 미래’
(삼성전자 이경
주 상무), ‘SK텔레콤의

기업 위탁 경영자과정 만족도 높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기
아자동차의 핵심임원 대
상 HKMC- KAIST 글로
벌리더과정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에서

성장 전략과 R&D 추진
방향’
(SKT 오세현 전무),
‘KT의 신사업 추진 전
략’(KT최두환 부사장),
‘첨단 기술 전쟁 시대의
특허 경영’
(김&장 백만기 변리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는 특히 사례 연구가 강

총 105여 명의 IT중소기업 경영자가 참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

화되었고, 교수진의 강의가 학생들의 토론으로 잘 연결되었다는 평이다.

의를 들었으며, 저녁시간에는 식사와 함께‘IT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

한편 기업은행 최초로 특정 대학과 연계한 임원 교육과정이 본교에 개설

책’
을 주제로 정보통신부 설정선 본부장과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 시간

돼 화제가 되었던 IBK-

을 가져 IT중소기업 정책에 관련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KAIST 최고경영자과정이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며
교육을 완수하고 지난
2007년 12월 18일 수
료식을 가졌다. 기업은행
측은“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해 실무자들과의 업무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EMBA, 2007년 가을 학기 종강 기념 부부동반 송년행사

전자정부고위과정(AeG) 워크숍 및 수료식
지난 2007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전자정
부고위과정 제11기 2차 워크숍’
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HP Cool
Town 및 Microsoft를 방문해 각 기업 및 싱가포르 정부의 전자정부 현황
에 대한 특강 및 토론회
가 열렸으며, 각 반의 연
구보고서 발표 및 지도교
수들과의 공공 IT 클리닉

가을학기 종강일인 지난 2007년 12월 8일 조선호텔에서는 EMBA 교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수진과 재학생 및 동문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부부동반

함께, 총동문 보수교육

송년행사를 가졌다.

워크숍(고급관리자 정보

그 동안 EMBA 4기의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해 온 삼성테크윈 조의섭 부
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히 피아니스트 윤효간 씨의 초청 공

지원시스템을 위한 SAS
기본교육)이 지난 12월 3일부터 2일간 SUPEX 경영관 로이터 트레이딩
룸에서 진행되었고, 수료식은 12월 12일 최종현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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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자산운용특강 개최

CITI-KAIST 금융 논문전 개최

금융전문대학원이 2007년 가을 학기 두 번째 모듈로 국내외 유수 기업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금

의 현장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자산운용특강을 개설했다. 자산운용특

융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제1회‘씨티-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

강은 해당분야 세계 최고의 현장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융 논문 공모전’
을 개최한다.

Practice)를 확인하고 이론의 실무 접목을 익히게 해 교육생들의 세계적
인 경쟁력과 현장적용능력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특강은
한국자산공사(KIC)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KIC Lecture Series’
로도 불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모전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2인 1팀으로
도 참가할 수 있다. 논문의 주제는 한국 금융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면 어떤 것이든지 자유로이 선택 가능하다.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의 중심국으로 자리매
김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금융계에서 중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그러한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금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의 배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설된 이번 특강에서는 자산운용
분야의 현안 및 새로운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사 과정의 경우, 2008년 1월 18일까지 논문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석박사 과정의 경우, 1월 18일까지 연구 계획서 제출을 마감하고, 논문
제출은 2008년 5월 23일까지이다. 당선작 발표는 오는 2월로, 100
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학사 과정 60명에게 각각 150만원,
석사 또는 박사 과정 40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또
한 100개의 당선작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우수 논문을 선정해 내년 6월

이번 자산운용특강 시리즈는 골드만 삭스의 베른트 한케(Bernd Hanke)

추가적으로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신청서 및 논문 작성 방법 등

부사장,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의 브라이언 베이커(Brian

자세한 내용은 (http://kgsf.kaist.ac.kr/citikaist)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P. Baker) 사장, 한국투자공사의 구안 옹(Guan Ong) 부사장 등 국내외

할 수 있다.

유수 금융회사 CEO 및 모건스탠리, 웰링턴 매니지먼트 등의 실무전문가
들이 강사로 나서, 능동적 자산운용, 자산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서브
프라임 사태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주제
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과 연계한 금융 산
업 종사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

AIC, 총동문 정기총회와 13기 수료식을 함께
4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AIC 13기가 지난 2007년 12월 11일 수료식
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매주 화요일 본교에
서 있었던 강의를 비롯해 열정과 팀워크를 배운 워크숍, 베트남의 경

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학년도 비즈니스법률전문가 과정생 모집
과정명

비즈니스법률전문가 과정

제·사회 환경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운 해외 연수, 동문들과의

원서접수 2008년 2월 11일까지

첫 만남을 가진 가을 산행 등 지난 4개월간의 13기의 활동들이 고스란

수업기간 2008년 4월 ~ 2009년 3월

히 담긴 영상이 상영되어 수료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

특징

했다.

노스웨스턴 로스쿨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본 수업을
진행함.

한편 이날 수료식이 거행된 직후‘AIC 총동문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가함

과정 이수 후에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LLM (Master of

께 진행되어, 수료와 동시에 동문회에 입성한 13기 이외에도 많은 동문
들이 참석했다. 첫 순서

Laws) 학위와 KAIST 경영대학 수료증을 수여 받게 됨.

인 명사초청 특강에는 카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피라이터 최윤희 씨가 연

구비서류 입학원서(양식), 영문 자기소개서, 영문 추천서,

사로 나서 <행복의 홈런

영문 성적증명서 2부, 영문 졸업증명서 2부, 영문 이력서,

을 날려라!>라는 희망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사본, 토플 성적이 있을 경우 제출

메시지를 담은 유익한 이

(토플 성적이 없을 경우 법률영어 과정을 이수해야 함)

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
어 진행된‘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13기 수료생, 동문, 교수진이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갖고
희망찬 2008년을 다짐했다.

각 과목은 프리뷰와 본 수업으로 각 과목이 이루어지며,

문의

02-958-3926~8
bkjung@business.kaist.ac.kr
eunheepark@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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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사랑 장학금 사업‘1호 약정자’소감
박성혁 _ 경영공학 박사과정

먼저 좋은 뜻을 가지고 후배사랑 장학금 기증을 함께 해준 경영공학 석사 ’
05학번
동기와 경영공학 학사 ’
03~’
05학번 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회 KAIST 경영대학 외부자문위원회의 개최
2007년 11월 30일, 제2회 KAIST 경영대학 외부자
문위원회의(Exter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가
개최되었다. 국내외 CEO, 학장 등으로 구성된 경영대
학 외부자문위원 중 국내 위원 6명이 KAIST 서울 캠퍼
스를 방문해 캠퍼스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KAIST 경영
대학이 세계 톱 10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자문으로 Quality Education, Global
Leadership, New Facility, Funding 측면에서의 발전
을 이루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국외 위원들은
연 1회 회의에 참석하며, 연중 수시 학교 방문을 통하
여 협력 프로그램 진행 및 기타 대외협력에 긴밀히 협
조하고 있다.

홍릉 단풍길 걷기 행사 개최
지난 2007년 11월 4일, 가을을 맞아 동문과 가족
167명이 참여한 가운데‘홍릉 단풍길 걷기’행사가 진
행됐다. 정해봉 동문회장(경영과학과 9기)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숲 해설가의 설명을 곁들인 홍릉수
목원 산책을 비롯해, 마술쇼를 겸한 뷔페 점심식사와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
가 마련되었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42인치 LCD
TV, 디지털카메라, MP3 Player, USB 메모리 등 풍성
한 상품을 증정해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번으로 6회를 맞는‘홍릉 단풍길 걷기’
는 매년 5월
에 10주년, 20주년 기념기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행사와는 차별화된
가을‘동문가족행사’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8년
‘홍릉 단풍길 걷기’행사에서는 2007년 참가 동문 가
족들이 직접 찍은 UCC,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학교를 더 사랑하고, 동문들과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던 허순
영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
서, KAIST는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 이상으로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부
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의 기부금,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동료들과 늘 함께 공부
하고 연구하던 교육의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학교
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 과분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
한 고마움을 가지고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선뜻 응하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보은의 의미 이상으로 KAIST만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목표
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KAIST 졸업생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 영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해주
고 있는 선배님들이 산 증인입니다. 제가 감히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빨리 가기
와 멀리 가기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갈고 닦은 실력
과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빨리
커나가는 일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일은 빨리
가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
한 일이라고 봅니다. 러시아 속담 중
에‘빨리 가려거든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내 동기가,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KAIST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석사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시월애>
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우편함을 통해 사랑을 키워갔
던 것처럼, 오늘의 기부금이 10년 후의 후배에게 전해질 날을 생각하면 흐뭇한 마
음이 듭니다. 단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에 장학
금을 수여받을 어느 후배는 10년 전에 벌써 자신을 생각해준 선배에게 감사의 마
음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학교와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물려받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거쳐 가겠지만, 좋은 문화는 계속 여기
에 남아 KAIST의 전통이 되고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
게 아름다운 기부 문화의 정착은 저마다의 가슴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멋
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막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부가 갖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
적인 견해로는 기부를 고민하던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기부를 결심하고
나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돕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KAIST 경
영대학 선후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약정자 소감을 마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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