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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잠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길 권합니다. 봄처럼 화려하지도, 여름처럼 뜨겁지도, 겨울처럼 희부윰하지
도 않은, 유난히 깊고 푸르고 아득한 가을 하늘을 말입니다.
가을은 풍성합니다. 만물이 여무는 결실의 계절인 까닭입니다. 하여 질문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꾸고 키운 열매의 이름이 무엇인
가를. KAIST 경영대학은 창의와 열정이라는 열매를 가꾸고 그 결실을 맺는 곳입니다. 창의적 흥분이야말로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
는 가장 진지한 꿈이며, 또한 치열한 열정이야말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기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을 위한, 그
리고 세상을 향한 풍성한 수확이 KAIST 경영대학에 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가는‘창의적 흥분의 발상지, 치열한 열정의 근원지’
. 그곳이 바로 KAIST 경영대학인 까닭입니다.
이희탁 _ Illu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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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재직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우리 나라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열 사람만 있으면 자동차, 반
도체, LCD, 수출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때 김 전대통령은 앨빈 토플
러를 만난 뒤 제3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불어 닥친다고 생각했고, 한창 정보 사회를 역설하던
때이니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러나 국민들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천재 한두 사람이 나라를 이끌
고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생각이다. 지금은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못 살아도 같이 못 살
아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 발전을 좀 희생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주장이 아닌가 짐작한다.

어떤
사람들이
창의적
경영을
하는가
?

잘 나가는 회사나 국가에는 한두 명의 창의적인 스타 인재가 있다.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들이다. 잘 나갈 때 영국에는 대처 수상이 있었고 중국에는 등소평 주석이 있었고 한
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은 안 된다는 일들을 성공시킨 것이다. 남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
는 일에서 가능성을 찾는 독특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다. 이런 창의적 능력은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은 많은 것이 유리하기는 하다. 한편 그 지식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유효한 지식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위에
거론한 사람들에게는 학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지식은 어디서 얻은
것일까? 자기가 터득한 기본적인 상식에 준하여 스스로가 터득한 지식이다. 과학 기술에서도
기본 원리라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매우 쉬운 말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 복잡하면 더 이
상 기본 원리가 아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한다는 점이다. 작은 실패를 많이 해야 큰 성공을 이
루는 법이다. 실패를 남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 리스크가 두려워
피해 간다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한 번의 시도도 꼭 성공할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한다. 그렇
게 정성을 다해도 작은 실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의욕적이라 하고 끈질기다고 한다.
창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론을 배우면 창의적이 되는가? MIT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가르치는
과목은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창의성은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종종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
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분야 대가들의 주관적 평가이다. 대가들이 창의적이라면 창의적
이 되어버리는 제도이다. 대가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합의가 없다 해도 그냥 몇몇 대가의 의견
을 따른다. 그런 평가를 다른 학교나 학계에서 그냥 받아들여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창의적 결
과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류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US News & World Report>
같은 시사 주간지에 실리는 랭킹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연구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는 교수들
은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니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서남표 총
장이 젊은 시절 새로운 형태의 금속 합금에 관해 쓴 논문이 미국 금속학회지로부터 게재를 거
절당한 적이 있다. 물론 후에 그 논문은 학계에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남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이미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경영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기본 원리를 몸으로 터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의적 시도를 하
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일부 평가가 틀릴 수도 있으나 교수, 학생 모두가 창의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현장에서 창의적 경영을 한 우리 졸업생들의 결과가 나오
고 있다. 그렇게 해서 KAIST 경영대학의 명성이 쌓아지는 것이다. 시차를 두고 AACSB도 재
인증되고 <Financial Times> 랭킹도 올라갈 것이다.

배순훈 교수 _ KAIST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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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디지털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문화유산
지난 10월 9일은 제 561돌 한글날이었다.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최휘영 대표이사 _ NHN

자로 표현해낼 수 있다.

좌우하는 오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인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글은 IT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기도 하다. 입력하고자 하는 글

한글날은 2006년부터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국경

자의 발음을 영어로 입력한 뒤,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는 일본어나 중

일로 지정되어, 온 국민이 한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국어와 달리,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 전체를 키보드에서 직접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입력할 수 있어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휴대전

알파벳의 꿈, 한글

화 같은 컨버전스 환경에서도 유리하다. 한글로 5초면 작성할 수 있

한글은 세상의 모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다. 사물의 형태를

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35초가 걸린다는

형상화한 다른 문자와 달리, 한글은 인체의 발음기관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 한글은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환경에 가장 앞서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10개의 자음과 14개의 모음으로 8천8백

있는 문자이며 우리 나라가 단기간에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40개의 문자로 3백여 개의 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절을 만들어내는 일본어, 5만 개 이상의 문자로 4백여 개의 음절을
만들어내는 중국어와 비할 바가 아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회사인

한글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

‘맥도널드(McDonald)’
를 중국에서는‘마이당로우’
, 일본에서는‘마쿠

터‘세종대왕상’
을 만들어 매년 문맹 퇴치에 앞장서는 개인과 단체에

도나르도’
라고밖에 발음할 수 없지만 한글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글

시상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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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보급 정책 및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수년 만에 극복해냈다. 이
제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은 전기, 수도처럼 사회적 필수 인프라로 자
리잡아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 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하는
한편, 노년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 등을 지속적으
로 펼쳐 누구라도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 자신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

ㅏㅑㅓㅕㅗ ㅛ ㅜ ㅠ
ㅇㅈㅊㅋㅌㅍㅎ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충분한 한글 콘텐츠를 확보해 더 많

지정했다. 소설 <대지>의 작가인 펄벅은“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

은 정보가 유통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 언어로 만들어진

하면서 훌륭한 글자”
라고 말했고, <월인천강지곡>을 독일어로 완역해

콘텐츠의 양은 그 언어를 이용하는 언중의 숫자와 비례한다. 수치상

소개했던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베르너 사세는“서양이 20세기에야

으로만 계산한다면 약 5천만 명이 이용하는 한글 콘텐츠는 10억 명

이룩한 음운 이론을 세종대왕은 5세기나 앞서 체계화했으며 한글은

이상이 이용하는 중국어나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영어 콘텐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글자”
라고 극찬했다.

츠보다 절대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문자를 통한 정보의 선순환 구조 수립

하지만, 고유 언어로 인한 다른 국가와의 콘텐츠 경쟁에서도 우리 나

한글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사람마다 쉽게 학습하여 이용에 편케 하

라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으로 양

고자’
하는 창제목적에 있다. 한글이 만들어진 14세기 초반, 우리 나

과 질 모두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어

라는 고유언어인 한국어를 썼지만,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이용자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기존에 아날로

한문을 이용했다. 배우기 쉬운 고유문자가 없는 탓에 온 국민이 평등

그로 만들어진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하게 누려야 할 문자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이는 한문을 깨

미 정부에서는 새로이 만들어 내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제작해 보

우친 일부 계층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사회적 정보 불균형을 초

관, 공유하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은 도서관 등

래했다.

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한글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는 책을 디지털
화하는 한편, 역사의 기록인 언론사의 뉴스 DB 및 전문 영역에 특화

하지만,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한 한글의 배포는 모

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민간단체의 DB를 확충해 검색을 통해 이용

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가능케 했다. 한글은 계

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층간 정보격차를 무너뜨렸으며,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자랑인 인쇄술
과 결합해 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켰고, 생산-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과거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소비-재창조로 이어지는 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영역의 최신 정보와 콘텐츠를 보강하는 부분에서는 날로 고도
화, 전문화 되어가는 이용자들의 UGC(User Generated Contents)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한글의 창제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져, 우리 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 공

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고, 고유

유할 수 있는 환경과 수준 높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된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어 고통받는 해외의 소수 민족에게 한글을

우리 나라의 UGC는 콘텐츠의 구성이나 활용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급하는 운동을 통해 세종대왕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정보 주체로서 이용자의 역할과 비중
이 더욱 확대되는 최근의 변화로 볼 때 향후에도 우리 나라의 UGC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

미래는 희망적이며, 이는 한글 콘텐츠의 경쟁력과 한글 이용자들의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 환경에 접해 있다. 클릭

정보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 가져온‘정보
의 디지털화’
와 이로 인한‘디지털 정보 격차’
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인터

인터넷 초기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인터넷의 접근성에서 기인했다.

넷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 한글이라는 천혜의 지

사회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할

식 자원을 디지털 환경에서 200%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엄청난 정보 격차가 생길 수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와 혁신적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은 국가가 현재 겪고 있는 정보 접근성

인 제반 기술 개발, 보다 적극적인 디지타이징 활동, 전문 인력 양성

의 불균형을 우리 나라는 IT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환경, 정부의 인

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Autumn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007

2007 AUTUMN

SPECIAL ZONE
RESEARCH
>

오늘날의 세상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격변한다. 경영 환경 역시 격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대응해야만 한다.
KAIST 경영대학의 각 대학원과 연구센터는 격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경영 환경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관찰을 계속해왔다.
또한 KAIST 경영대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는 우리 시대의 경영 환경,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Frontier> SPECIAL ZONE에 KAIST 경영대학 교수와 연구진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싣는다.

008

SPECIAL ZONE

RESEARCH

MARKETING

SPECIAL ZONE

RESEARCH

Marketing

FEDEX와 UPS의 배달 트럭 둘이 열심히 경주를 한다. 두 트럭은 한 빌딩에 거의 동시에 도착하고, 운전기사
들은 배달 봉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때, DHL 트럭의 기사가 이미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들에게 밝은 인사를 던진다. 이것은 DHL 광고 장면이다. 이 광고에서 DHL은 FEDEX와 UPS를 동시에 대
비시킴으로써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한편, 보리탄산 음료인 맥콜은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때보다 동일
한 보리탄산 음료인 보리보리, 보리텐 등 유사 상품이 출시된 이후 콜라에 대비한 점유율이 더욱 증가했다.
소비자 선택 대안에 어떤 경쟁 상품이 포함되어 비교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평가와 선택은 달라진다. 소
비자의 마음, 생각 속에서 대안 간 경쟁이 발생하므로 선택 대안 중에서 우리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은 위상 정립 전략 수립에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Kotler와 Armstrong 교수는 시장 위상 정
립(Market Positioning)을“상품을 표적 고객의 마음에 경쟁 상품에 대비해 명확하고, 독특하며, 바람직한 자
리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활동”
이라 표현했다. 따라서 고객 마음에 경쟁 상품 대안을 어떻게 구성해 대비시키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야의 연구가‘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
(Context Effects)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 경제 이론은 선택 대안들이 각각 내재적 선호도 즉 불변의 효용을 가지고 있어 특정 제품

마케팅 혁신 연구실

을 선택할 확률은 오직 그 제품의 고유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했다. 따라서 선택 대안 구성
같은 상황적 요인은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선택 집합 구성이 선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Luce는‘IIA(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공

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 파악과
신상품의
위상 정립
한민희 교수 _ 테크노경영대학원

리(Axiom)’
가 성립되는 상황이라 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선택 활동에서는 IIA 공리에 어긋나
는, 즉 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경제학자 Debreu는 1960년
에 유사한 대안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유사 상품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유사성 효과(Similarity
Effect)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동경 여행상품과 파리 여행상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3
의 대안인 파리 여행상품에 경품이 추가로 붙은 상품을 함께 비교한다면 동경 여행상품 선호는 별
로 변하지 않지만 경품이 없는 원래의 파리 여행상품의 선호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1982년 Huber 등은 유사한 대안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상품이 유사한 기존 상품에
비해 열등하다면 기존 유사 상품의 선호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유인 효과

(Attraction Effect)라 했다. 맥콜의 예와 같이 맥콜과 유사하지만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보리 탄산음료가
추가될 때 맥콜의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Simonsons(1989)은 극단적인 특성을 가진
대안이 추가되면 중간적 특성을 가진 대안이 선호된다는 타협 효과(Compromise Effect)를, Kahn 등(1987)
은 유사성이 낮은 대안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소외 대안 효과(Lone Alternative Effect)가 있다고 했다. 또
Brenner 등(1999)은 몇 개의 선택 대안 중에서 일부 대안이 같은 집단으로 인식되면 한 집단 내에 속한 대안
끼리의 비교가 더 촉진되며, 이 때 비교의 초점이 다른 대안보다 훌륭한 점보다는 부족한 점에 집중되어 집단
에 속한 대안의 효용이 낮아진다는 집단 불이익 효과(Group Disadvantage)를 실험으로 보였다.
마케팅 혁신 랩에서는 이러한‘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
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가능한 모든 현상이 포괄적으
로 연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Context Map으로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시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 A, B의 두 상품이 선택 대
안인데 신상품 C가 추가 대안이 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중 A를 우리의 관심 상품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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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Luce의 IIA 공리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선택 대안의 관계 효과가 있다고 정의했다. 둘째, IIA가 성
립되지 않는 경우, C의 추가로 B보다는 A에게 상대적으로 평가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면 양의 관계 효과, A
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면 부의 관계 효과가 나타났다고 정의했다. 셋째, 양의 관계 효과에서 A의 선호 비율(점
유율)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 강한 양의 관계 효과, 유리하지만 절대적 선호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으면 약한
양의 관계 효과가 나타났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관계 효과를 분류한 표와 관계 효과를 관계 지도로 가시화
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관계 지도는 관계 효과 정도와 점유율 변화 정도의 척도를 두 축으로 하여 화살표 방
향에 따라 나타난 관계 효과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도록 개발한 그림이다.
선택 대안 관계 효과의 분류
❶ 관계 효과 없음

관계 효과 파악하는 관계 지도
IIA 공리 충족

점유율변화척도

유사성효과
❷ 부의 관계 효과

소외대안효과
집단불이익효과

❸ 약한 양의 관계 효과
❹ 강한 양의 관계 효과

❹

관계효과정도척도

기존에 연구 없음
유인효과
타협효과

❷

❸
❶

후속 연구에서는 경쟁하는 두 상품의 관계 효과를 동시에 관찰하면서 ㉮ 한 상품이 유사성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쟁상품에 차별화 효과(덜 유사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가 나타나는 경우, ㉯ 집단 불이익 효과가 나
타나면서 경쟁 상품에 희소 대안 효과(독특한 대안의 절대 점유율이 높아짐)가 나타나는 경우, ㉰ 소외 대안 효
과가 나타나면서 경쟁 상품에 집단 이익 효과(한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짐)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 소외 대안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쟁 상품에 유인 효과(절대 점유율이 높아짐)가 나타나는 네 경우가
존재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DMB와 HSDPA가 서비스 중인 시장에 DMB보다는 HSDPA에 유사한 WiBro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 HSDPA는 유사성 효과, DMB는 차별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 HSDPA는 집단 불
이익 효과, DMB는 희소 대안 효과를 보이는 경우, ㉰ HSDPA는 집단 이익 효과, DMB는 소외 대안 효과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 HSDPA는 유인 효과, DMB는 소외 대안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가능하다. 대표적 표
본을 추출해 현실에서 이중 어떤 관계 효과가 나타날지를 사전에 예측한다면,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유리
한 선택 상황을 만들고 위상 정립을 유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x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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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의 금융가를 흔들고 있는 주범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란 프라임
모기지론(Prime Mortgage Loan)에 대응하는 용어로 정상적인 신용 수준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해준 주택 대
출을 의미한다. 문제는 왜 이 사태가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주식 시장을 비롯해 전 금융 시스템을 흔들
며 널리 회자되고 있는가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정의로 보면 최근 카드 사업의 무리한 확장으로 겪은
신용 위기를 떠올리게 된다. 유사한 점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했고
그 결과 발생된 지불 불능 사태에 그 근본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유발된 사태로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서는 담보가 있어 단순 신용 대출보다 안전
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무엇이 문제일까?
일각에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 전체 대출 시장의 3~7%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작은
문제라고 하지만, 최근 미국연방준비은행 공개시장위원회의 예상을 넘는 강력 대응을 보면 현 사태를 무시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최근 이런 종류의 작게 보이는 쇼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를
수차례 보아 왔다. 불확실성의 형태가 과거에는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했으나 이제
는 극단적 변화가 너무도 자주 일어난다. 거의 확률이 없는 이벤트가 자주 일어난다. 널리 알려진

금융위험관리 연구실

1987년의 블랙 먼데이는 미국의 경우 거의 23시그마 이벤트(변화의 양이 표준 편차의 23배가
넘는 사건)였다. 요즘 6시그마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6시그마만 해도 정규 분포 하에서
그 범주를 벗어날 확률이 0.0000002% 정도인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태를 의미하는데, 23시

서브 프라임
사태에 투영된
변화의 양상

그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변화의 확률적 빈도뿐 아니라 그 속도와 범주
면에서도 크게 달라진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블랙 먼데이 10년 후인 1997년 동남아에서 출발
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 금융 위기에서 겪었듯이 과거에는 지엽적 사태로 그치던 사건들이 급속
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김동석 교수 _ 금융전문대학원

이러한 카오스적 혹은 복잡계적 불확실성화 현상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현상들의 경
우 상품의 복잡한 연계 구조화 현상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하나

의 금융 상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거래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들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 상품
이 만들어지고, 또 그와 연계된 다른 종류의 파생 상품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파생적
개발은 단순한 횡적 규모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상품의 성격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와 그로 인한 종적인 투자
계층의 확대를 유발하게 된다. 자산 유동화(Asset Securitiz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유통이 안 되거나 투자
부적격인 기초 상품이 투자적격인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연기금과 같이 투자적격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들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작은 범주에 머물러야 했을 기초 상품이 거대한 문어발과 같이 확산된 상품
범주의 연결고리 상의 정점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 헤지 펀드 등의 투자 행태에서 보듯 인위적인 레버리지가
더해져 충격에 취약한 구도를 가지게 되는 상태로도 진전된다.
물론 서브 프라임 사태는 수입 창출 능력이 낮고 자산 규모가 작은 개인에 신용 조회도 없이 대규모의 모기지
론을 해준 것이 그 진원이라 하겠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대출이 최초 대출 기관의 대출 자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자연적으로 위험의 확산과 상품 범주의 확대는 일어나
지 않는다. 확산적 구도가 된 것은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성공적으로 시
행되어 오던 제도적 장치에 있었다. 바로 일정 형식 요건이 만족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미국에서는
FNMA-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같은 기관)에서 모기지론을 매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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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험의 전이 효과(대출 관련 위험이 일선 대출기관에서 FNMA로 전이가 되는 것)와 자금의 회수 효과(장
기적으로 묶이게 되어 있던 자금을 바로 회수하게 되어 재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의 장점이 있어 정상
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유통상 매우 효율적이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초기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주
는 좋은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기지론을 매입한 FNMA 같은 기관에서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모기지 풀에서 나오는 Cash Flow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인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
행한다. 이는 일종의 채권으로 선순위를 갖는 거의 대부분의 MBS 상품들이 AAA, AA 등 높은 투자 등급의
Rating을 받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Risk Pooling에 의한 위험 감소의 효과, 잔여 위험이‘Equity
Tranche’
라고 불리는 후순위채에 집중되는 위험 전가의 효과 등에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신용 공여를 통해
이러한 등급이 가능하게 상품 디자인을 한 결과에 있다. 이제 이러한 변신을 통해 수많은 공적·사적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된 것이다. 많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펀드가 투자를 한다. 개인도 물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국가의 펀드에서도 투자를 했다.
서브 프라임 사태가 우리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한 다른 전망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우리가 격은 외환 위기에서나 미국의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사례
에서 보듯이 대처하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당면한 여러 정황이
편안하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 사태의 심각성에 있지 않다.
또한 금융 공학적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적 취약성을 지적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발전은 자금의
흐름 등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시장을 완성시키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당면
한 불확실성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하는 상품들이 때로는 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분석으로는 위험의 측정과 대처
에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 LTCM의 사태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 연결고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없어 보이고 평소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그 파급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이다. 평소 상관관계가 영에 가까워서 알듯 모르듯 지내다가도 위기 때에는 상관
관계가 높아져 거의 모두가 친구가 되어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형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7세기에 이르러 발견되고 발전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확률 개념의 발견)은 불확실성을 주로 다루어야 하
는 금융 분야의 획기적 발전의 모체가 되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변동성의
변동성(혹은 불확실성의 불확실성)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의 확장, 그리고 상호작용 등에 의해 유발되는
복잡계적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방향의 연구가 관찰되고 있는 현상에 근접해 있는 일차적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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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도착하여 이름을 말한다. 방문자 목소리를 인식한 컴퓨터는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 집에 들어서자
집안을 통제하는 컴퓨터가 인사를 건네고 우측 벽면에 작은 터치스크린이 나타난다. 이 터치스크린에는 현재
집안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방문자에게 남겨진 메모가 표현된다.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된다. 방문자는 음성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 나올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통신, 방송, 홈네트
워크, 헬스케어 등 많은 분야에서 User들의 상황에 대응하는 Context Computing인 유비쿼터스는 이미 현실
로 다가오고 있다.
도처에 일렁이는 U
●U-CITY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U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와 비전 제시로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추진 중인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DMS), U라이브러리, U토피스 건설을 비롯해 U송도, U제주, U부산,
U광주, U대구, U충북, U수원, U김해 등 각 지자체들 사이에 U시티 건설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홍콩의 사이버 포트, 말레이시아의 MSC, 두바이의 인터넷 시티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산업, IT 기업의 유치를 위한 IT 클러스터 형태의 신도시 개발 사례들이 있다. 이렇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실

Context
Computing으로의
유비쿼터스 시대,
그 새로운 장이
열리다

듯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U)라는 IT 산업과 도시(City)라는 건설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에 매진하는 추세이다.
●U-헬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보건의
료관련 IT 기술의 향상은 전통적인 형태의 의료를 신개념 의료 산업의 형태로 바꾸어 놓음
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2005년 실시한 U헬스 케어 서비스 이용자 태도 조사 연구에서는 2010년경에 이르러 U
헬스 케어 서비스 이용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그 시장 규모도 1조5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U헬스 케어의 잠재적 수요 규모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발전 가

김성희 교수 _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능성이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적었거나 접근 가능성이
떨어졌던 계층에서 U헬스 케어 서비스 선호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

과 시간에 보건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할 수 없는 30~40대 직장인들이나, 신개념의 서비스에 대한 적응 능력
이 높은 젊은 여성과 주부와 같은 계층에서는 건강 관리나 미용을 위해 U헬스 케어 서비스 수용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방식의 의료 서비스 외에도, IT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U헬스 케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억제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시장화되면 현재의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유비쿼터스의 핵심 기술, RFID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전자태그(RFID), 모바일(Mobile), 센서(Sensor),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증강 현실(Argument Reality) 등의 기술들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태
그(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능케 해주는 핵심 기술 및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 산업 또한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앞 다투어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미국과 EU에서는 RFID 활용을 위한 원천 기술 연구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통과 물류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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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의약품 관리, 전자여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계획적으로

감이 넘칠 정도로 앞선 기술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주도형

크고 목표도 높다. 하지만 U 환경은 누구 하나만 열심히 앞질러 간

RFID 실증 실험, 시범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는 부족하다. 소수 기업만이 생산 공정 관리를 위해 RFID를 활용하
고 있다. 이는 생산 공정 관리가 비교적 RFID 적용으로 인한 ROI

몇 년간 주장해 왔던 서비스를 여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성이 떨

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민간 분야의 RFID 활용 수준이

어지는 것은 수정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상

낮은 원인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각기 찾아볼 수 있다. 공급자

태로 계속 나간다면 더 큰 복병을 만날지도 모른다. 지금이 U 청사

측면에서는 RFID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국내 공급자들의 채산성

진을 제시했을 때만큼이나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악화와 미흡한 국내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꼽을 수 있다. 수요자 측
면에서는 ROI에 대한 확신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책, 그

향후 U 기술 등 많은‘Emerging Technology’
들이 기술 주도적으

리고 미흡한 기업간 협업으로 인해 RFID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로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들 기술들을 어떻게 실제적

있다.

으로 유저들의 입장에서의 투자 대비 효과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상
용화, 사업화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RFID가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들

앞으로 2~3년이 RFID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에게 소개된 지 꽤 됐지만, RFID 도입 관련 ROI나 최적 Vendor들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확산 지원을 진행할

의 선정 등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의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도 협업 기반 및 RFID 도입을 위한 SCM

결정 문제를 CEO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신기술 도입 관

관점에서의 공동 추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련 종합 컨설팅 회사가 전무한 형편이다.

Emerging Technology들에 대한 상용화·사업화 컨설팅 필요

우리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이에 착안해 보다 기업 입장에서 정

성장에는 분명 성장통이 동반된다. 5년 차인 U 또한 지금이 그 단계

보, 통신, 미디어 관련 Emerging Technology들을 상용화, 사업화

임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U는 개념 이해부터

및 향후 효과적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한 자질

시작해 U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스케치만 해왔다. 구체적으로 실현

있는 역량을 교수진과 학생들이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 나갈 설계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의 홈, 오피스 등을 Emerging Technology들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풍요로운 삶이 가능케 하는‘Smart Environments’
를 도모하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U시티의 경우도 지방

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U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와 비전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표만 될 뿐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모습은 지연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특성상 모든 것을 빅뱅 방
식으로 도입하려는 성향과 함께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다. 실현 구축 가능한 것에 맞춰 단계별 구축
방향이 필요한데 마음만 앞서 가는 셈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U서
울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반 시설을 다지는 1단계가 올해까지지만 실
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최해 이룬 것은 없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
한 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들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U시티를
진행해 오던 신도시 중에서 기존 비전 중심의 서비스 20여 개를
5~6개 정도로 대폭 줄인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는 U의 청사진만 믿고 열심히 달려왔다. 어느 나라보다도 U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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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등장의 배경과 정의

CSR

최근 사회책임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패러
다임이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으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

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사회책임경영’
을 중장기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① 지배 구조 및 투명성을 확립하고 ② 제반 이해 관계자별 상생 경영
및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며 ③ 이를 위해 관련 지표 및 DB, 평가 시스템, 그리고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핵심 전략과 경영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 책임 경영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해외의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지난 10여 년간의 일련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중반 나이키에 제품을 공급하던 동남아 공급 업
체에서 아동 노동 및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나이키 불매 운동을
촉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결과, 1998년 나이키의 기업 가치, 특히 주식 가격이 급락했고 나이
키는 흔들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다시 소모해야만 했다. 또한 소니(Sony)
는 네덜란드에서 유해 물질 검출로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2002년 미국에서는

기업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

사회책임경영,
기업이 사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나?

대규모 분식 회계가 발생해 기업 및 시장 시스템의 신뢰성에 위기를 겪었다. 엔론과 월
드컴이 파산하고 회계감사기관인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도 몰락했다. 이와 함께
제록스(Xerox), 타이코(Tyco), 씨티은행(Citi Bank), JP모건(JP Morgan) 등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따라서 그 해 미국 의회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을 새롭게
제정해 회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대거 도입했다.
또한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05년에 빈곤 퇴치, 공평한 세계화, 지구 온난화 대응, 부패와 뇌물 없는 기

안병훈 교수·장대철 연구원 _ 테크노경영대학원

업 활동 등을 핵심 주제로 채택해 논의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움직
임은 사회책임경영 표준화 작업과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발

간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OS)에서
는 사회책임경영(CSR) 국제표준을 2007년 시행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기준으로 기업
을 포함해 총 817개 기관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나 FTSE4Good 지수 등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2조 달러를 넘는 규모가 사회책임투자의 성격으로 운용되
고 있으며 관련 펀드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존의
S&P500 지수의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교육에도‘사회책임경영’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한 예로, UN Global Compact, AACSB International, The Aspen Institute’
s Business and Society
Program,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EFMD) Globally Responsible
Leadership Initiative (GRLI), Net Impact 등의 국제기관과 Harvard Business School, INSEAD,
Wharton School, Haas School of Business, Yale School of Management, MIT Sloan of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을‘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2007 Autumn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Management, Columbia University를 포함하는 수많은 대학의 교

리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들이 참여해 발표한‘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주식의 거래가 용이해지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Management Education’
의 여섯 가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원칙

따라 주식의 소유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이것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에서는 사회책임경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연구와 교육에 대한

의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집중적 지원, 그리고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사회책임경영이 중요하게 된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인에

다섯째,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들이 고정 비용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

기인한다.

시켰고 이것은‘빈익빈 부익부’
를 초래했다. JIT(Just In Time)과 같
이 현대 생산시스템의 목표는 재고를 포함한 고정자본을 줄이는 것이

첫째, 교통과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의

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자산(Tangible Asset)의 감소에도 불구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 교류의 빈도 및 속도와 그 범위

고 고객기반(Installed Base), 기술, 특허권, 노하우, 인적 자산 등의

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긍정적인 정보뿐만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정자산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도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시킬 수

의 증가는 수확 체증의 법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1등이 아닌 기업

있게 되었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

은 망하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기업에게 커

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조그마한 위험도 큰 폭발력을 가진 요소로

다란 위험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고정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책임경영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개방화와 세계화가 촉진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거래 공
간의 확대와 이해 관계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주주

결론적으로 예전의 소극적인 기업 윤리와는 다르게 현재의 사회책임

와 고객, 그리고 공급자 정도만을 고려해 기업을 운영했다. 특히 주

경영은 기업의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로 발생하는 다양

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 만족을 중시했다. 하지만 점차 다

한 이슈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응적인

양한 집단이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

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교육계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과거에는 일종의 제약이나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이들을 기업의 목표

성이 제기된다.

또는 파트너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셋째, 기업의 규모 및 영향력이 확대는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
해 발생하는 외부성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특히 음의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의해 내재화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같이 증가했고 이것은 기업에게는 잠재적인 위
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의 보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 패턴의 변화, 할인마트의 대형화에 따른 지역 상권의 몰락, 정
보 기술의 확산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의 증가 등 정부가 따라가기도
전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책임경
영은 이러한 음의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넷째, 금융시장에서의 유한책임제도의 도입은 금융자본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간 그리고 주주간 주인-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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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지형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중국 경제의 무서운 질주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황을 넘어 과열의 위험에까지 치솟는다. 이러한 우려의 신호가 감지
되자 중국 정부가 정책 전환을 통해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 지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

1979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27년간 연 평균 10.2%의 경이
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 2분기에는 11.9% 성장으로
1994년 13% 성장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4년 연
속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은행은
연초의 전망치 9.6%에서 11.3%로 조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10%에서 11.2%로, 골드만삭
스와 JP모건은 10.8%에서 각각 12.3%, 11.3%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GDP 성장률마저 저
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올 9월 상하이증권보는 각 성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GDP 합계가 중앙 정부 발표 수치보다 1조 2400억 위앤(한
화 약 151조 1400억 원)이 많다고 밝히고 지방 정부 통계를 기준

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1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호황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호황과 과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하자 여
기저기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박람회 이후 경착륙 가능성
에 대한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금리 및 지급 준비율
인상, 이자 소득세 인하, 신규 투자와 산업용 토지 공급 억제 등 각
종 긴축 조치를 취하며 중국 경제의 고삐를 늦추는 등 이른바‘안정
적인 고도성장 달성’
에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연착륙보다는 오히려 성장이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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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
인인 11차 5개년 계획(2006~ 2010)에 따라 경제 성장 방식을 전
환한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다
중국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성장
전략의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그 양면의 칼날
현재까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동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투자,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주
도형 정책 등에 기인한다. 자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중국 정부는 적
극적인 개방 조치를 통해 외자 유치에 총력을 동원했다. 저렴한 인건
비와 토지 비용 그리고 잠재된 거대 내수 시장이라는 매력적인 조건
까지 더해지면서 화교 자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약
7,0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밀려들었고 중국은‘세계의 공
장’
으로 급부상했다. 외국 기업들은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막대한 물량의‘Made in
China’저가 상품들을 생산, 전 세계로 수출했다.
저가 소비재는 전 세계의 물가를 안정시키며 인플
레이션 없는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은
올 연말이면 무역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
위 수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에는 독일을 제치고 제 1위 수출 대국, 무역액 기
준으로 미국에 이어 제 2위 무역 대국으로 부상
할 전망이다.

우선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내수, 소비 주도형 성
장 전략으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소득 증가와 고용 확대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 가공업 등은 지양하는 한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
치 산업 개발,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차·2차·3차 산업의 비중을
현재의 50 : 22.5 : 27.5에서 34.2 : 22.4 : 43.4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곧바로 현실로 나
타나면서 소비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중국
의 소비 총액은 전년보다 13.7% 늘어난 7조
6410억 위앤(약 9500억 달러)으로, 전 세계 소
비시장의 5.4%를 차지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 이은 세계 5위 소비 대국으로 급부상
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세계
소비 시장의 14.1%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소비 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중국 정부의‘계획’
에 의거
한 SOC 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고정자
산 투자에 기인한다.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개발자금을 나누어주며 경제 성장률을 높이도록 독려했고 각 지방 정
부는 경쟁적으로 고정자산 투자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06년 한 해
에만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무려 27%에 달했다. 이런 지방 정부
의 투자 열기는 중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 중복 투자, 난 개발, 환경 파괴, 자원 남용, 에너지 부족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듯 중국의 기존 경제성장 전략은 중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지역간·
도농간·계층간 소득 격차, 수출 급증에 따른 주요 통상국과의 통상
마찰 등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
는‘사회 동란’
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중국의 지니 계수
는 0.47로 나타나 위험 경계선인 0.4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05년 중국에서 발생한 집단 무력 시위는 8만 7천 건이며 매
년 20∼30%씩 늘고 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중국은 그 방안으
로 도시화,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채택, 추진
하고 있다. 대도시는 메갈로폴리스(거대도시군)
로, 중소도시는 대도시로, 소도시는 중도시로, 그
리고 농촌은 소도시로 건설하는 도시화 전략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예 농촌을 도시화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도시 인구 비중 목표치를 46%로 설정하
고 향후 5년간 약 5억 명의 농민을 도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다. 그 동안 개발 수요와 소비에서‘왕따’
당하던 6억 농민을 중국
경제 성장의 거대한 물결 속에 동참시키면서 실질적인 13억 시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장 방식
으로 중국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비록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
만 필자는 지난 27년간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거둔 중국 정부가
지혜롭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세계는 지금까지 보았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등장과 이
로 인한 세계 경제 지형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그 중국 앞에서 우리 KAIST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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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의 호주 비즈니스 스쿨

Melbourne Business School(MBS)
MBS는 100년 전통의 University of Melbourne 소재의 비즈니스 스쿨로, <Financial Times> 조사 순위, 호주-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영대학
1위, 세계 63위에 올라 있다. 국제 학생의 비율이 높고, 유럽, 미국, 캐나다, 남미권, 동남아권,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많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스쿨이다. MBS에 지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강경동(테크노MBA 06) 학우로부터 MBS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해
주는 말을 들어보았다.

MBS의 과목 수강은 Full-time MBA, Part-time MBA, Master
Class of Marketing, EMB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Fulltime MBA는 70% 이상이 International Student로 구성되어 다양
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Part-time MBA는 대부분 호주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호주 직장인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는 것이 좋습니다. MBS와 가까운 곳의 집들은 비교적 비싼 편입니
다. 식비와 교통비는 총 40~50만원 정도 드는데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면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달 근교를 여
행하는데 10~20만원 정도를 사용해 한 달에 총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 호주 출신이 많지만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다른
나라 출신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강의와 네트
워킹을 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질의
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이한 점은‘Student Service’
라는
행정조직이 있는데 이곳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모든
‘Reading Pack(바인더)’
을 과목별로 준비하고, 교수님들도 매 시간
강의‘Lecture Note’
를 출력해 나눠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교환 학생은‘Term 3(9월~11월)’
에 참여하
게 되는데, 다양한 코어 과목들이 개설되므로 KAIST 강의에 이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입생 또는 MBS 1년 차들과 같이 들을 수 있습
니다. 개인적으로‘Negotiation’
,‘Financial Management’
가 좋았
습니다.

멜버른은 호주의 유럽이라 불리며 호주 오픈테니스, F1 그랑프리,
FINA 2007, 크리켓, Footy(호주식 축구) 등 다양한 연중행사가 있
어 여가생활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Great Ocean Road’
,
‘Phillp Island’
,‘Yarra Valley Wine Tour’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영화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촬영 장소‘Red Desert
Uluru’
,‘Fraser Island’
의 4WD, 그리고 유명한 케언즈의‘Great
Barrier Roof’
까지 여행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 또한 18
홀 기준 3만원 정도이고, 유명한 크라운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싸게 살 수 있어 먹는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등
심이 1kg에 7천원 정도이고 과일도 무척 쌉니다. 한국 슈퍼마켓도
있어 한국 음식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주택 임대가 30~60만원 정도까지 다양하며 방을 나누어
쓰면 가격은 더 저렴해집니다. 다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집구하
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올라가니 한 달 전에 가서 여유 있게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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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MBA

Tsinghua MBA
1991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칭화 MBA 프로그램은 Full time MBA, Part-time MBA, IMBA(International MBA)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환학생은 전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IMBA과정에 소속된다. 과목은 전략, 마케팅, Operation Management, HR(인사 관리), 재무 관리 등
MBA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과정부터 국제 경제, 전략적 인사 관리, IMC, 재무제표 분석 등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환 학생
의 경우 교재를 구입해야 하므로 수업 전 교수나 TA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수강 신청의 경우 과목은 Core 과목과 Elective 과목으로 나뉜다. Core 과목의 경우 중국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무조건 수강하게 되어 있으
나, 교환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Core 과목은 신청 시 무조건 수강이 가능하지만, Elective 과목의 경우에는 적절한 할
당을 통해 수강 신청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수강 여부가 결정된다.
수업은 16주 기준 3 Credit과 16주 기준 2 Credit 과목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Elective 과목은 16주 기준 2 Credit 과목으로 8주 동안에
수업이 진행된다. 과목별로 시작 종료 기간이 달라 적절한 과목 선택을 통해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Core 과목 등은 16주 동안 수
업이 진행되며 한국에서와 같이 중간·기말 고사 기간을 가지고 있다.
교환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레벨에 따라 초급과 중급반을 운영하며, 중급반의 경우 중국인 강사가 정해준 교재로
매주 4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된다. 다음은 손홍정(테크노MBA 06) 학우가 전하는 경험담이다.

제가 칭화대에서 수강했던 과목은 전략 경영·기업 재무·국제 경
제·전략 인사 관리·중국 경제법·중급 중국어 회화입니다. 전략 경
영(Strategic Management)은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와 전략 경영
교재를 중심으로 할당된 케이스를 맡은 그룹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케이스 토론과 담당 교수의 리뷰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재무
(Corporate Finance)도 전략경영과 마찬가지로 교재와 교수님의 별
도의 PPT 교재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학생들과 함께 중국 기업의
‘Valuation Term Project’
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칭화대 SEM에서는 교환 학생들을 위한 버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초기 중국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나 생활 적응에 있
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나 핸드폰 구입, 수업 관련 교재나
복사실, 구내식당 위치 등 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함께 중국인들의 문
화나 생각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칭화대 SEM의 경우 중국 최고 대학의 MBA 과정으로 중국의 여러
기업(중국공상은행, 북경은행, SINOPEC, 차이나 텔레콤 등)에서 직
장 경력을 지닌 학생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의 기회를 가지게 되
어 보다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학생 특히, 교환 학생의 경우 영어권 국가(미국) 등을 제외하면 인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중국, 중국인, 중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중국어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어 회화 공부는 필수이며 교환 학생으로 나가기 전 별도의 중국어 학
습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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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Dr. Steven J. Jordan
Dr. Steven J. Jordan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faculty in KAIST Graduate School of Finance (KGSF) on
July 1st. He is the first full-time foreign professor in
KGSF and teaches Investments (MGT 563) this fall
semester. Dr. Jordan received a B.S. (Mathematics)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s, M.S. (Applied
Mathematics) from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Ph.D (Finance) from Yale University. A short bio for Dr.
Jordan is available at the following website:
(http://kgsf.kaist.ac.kr/re/faculty_profiles/faculty_StevenJor
dan.asp).
Dr. Jordan expressed his satisfaction in choosing KAIST in
several aspects “My colleagues are very friendly and
helpful, particularly in assisting me to adapt to my new
environment. ... The students whom I have
met have been intelligent and engaging.
The data and facilities here at KAIST
are excellent, making for an
excellent academic environment for
one to pursue teaching and research.”
Dr. Jordan’
s research interests are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of
investments. Recently, his research
has focused on zero-investment
strategies. He explained the
zero-investment strategies
in the two aspects; market
efficiency and

no-arbitrage
principle.
“The zeroinvestment
strategies
utilize only past
market data, such as

황성원 기자

past returns, to predict future returns. They claim that
excess returns can be gained via such strategies, which
would be a direct violation of the most basic form of
market efficiency. This would be an important result since
the market efficiency debate has been a leading debate in
finance for over three decades. ... Zero-investment
strategies claim to use little money and on average claim
to earn substantial excess profits over standard asset
pricing models. As there are periods of loss, these
strategies do not completely meet the challenge of testing
no arbitrage, but they do add important evidence to the no
arbitrage debate.” According to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the current market price already reflects
all informa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trad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MH, excess returns using past market
data should not be achievable. Under the no-arbitrage
principle, free money should not be exist.
“My results have shown that once real-life frictions, like
transaction costs, are incorporated into many of the zeroinvestment strategies, the anomalous results disappear.
However, my results are mostly for US markets or broadly
traded indices. Emerging markets should be less efficient
than the highly liquid US market. Thus, I am interested at
looking at different trading strategies in emerging
markets.” Dr. Jordan also noted his interest in
international finance,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carry
trade, and in real estate.
For the question about the future plans as an academic
researcher, Dr. Jordan answered that he planned to
continue doing research and to follow the research tenure
track path. For the lab organization, he expected students
to be highly qualified and ardent about trading.“My lab
will be organized around the idea that everyone is
interested in trading, either from a research or practical
perspective. I will expect my students to acquaint
themselves with all of the financial data sets available at
KAIST, including the Bloomberg machines. I will expect
them to be interested in forming, programming, and backtesting various trading strategies. We will read and discuss
research papers related to various investmen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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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Exchange Students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이경민 기자

29 exchange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came to KAIST Business School this fall semester. I
have interviewed two students, Fabien Nervais and Candice Tang, who want to experience more about
emerging Asian market. Let’s get to know these two special students.

Fabien Nervais

Candice Tang

Fabien Nervais is truly a global person. He is an exchange
student from NTU in Taiwan. However, he has lived in
numerous countries throughout the Caribbean, Canada,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He received a Bachelor’
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and worked at Sun
Microsystems for a period of two years before moving to
Beijing, China. While pursuing his MBA in Information
Management at NTU, he currently serves as creative
director for Global Advances, LLC (www.globaladvances.co
m), a private consulting and web solutions firm with a
diverse portfolio of clients from all over the world. Most
of the work at his company is done through the internet
and weekly conference calls, thus there is no need for him
to physically be in an office each day. He eventually aims
to be an internet entrepreneur with a focus on conducting
e-busines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he chose to come
study at KAIST.

Candice is in the second year of her studies at Pepperdine
University’
s Graziadio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
She majored in Asian International Studies and minored in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fter graduation, she worked as an Advertising Account
Executive at the Pacific Coast Business Times, a local
weekly business journal in Southern California, and was
responsible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sales. Although
she enjoyed working in that environment, she decided to
study more and widen her scope in the business arena
largely due to her experiences at the business journal. She
saw everyday people becoming successful entrepreneurs and
was encouraged and inspired by it. She currently focuses
on studying marketing, especially marketing of consumer
goods and hopes to be able to work in Asia and the US.
She is very open-minded in the aspect of accepting
different cultures. She also thinks it’
s good to live as a
Chinese-American because she is considered unique.
She want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food. Even
though it’
s a bit hard to eat spicy food three times a day,
she really enjoys trying different dishes since she thinks
food is highly related to culture.

His Chinese name is 飛恩, which has similar pronunciation
to Fabien and he speaks the Chinese language very
fluently. He has had an interest in Korea for a long time
due to the many Korean
friends he had made back in
China. He is eager to meet
diverse people as well as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After
graduation, he plans to
travel to West Africa and
return to Asia in pursuit of
his entrepreneurial career.
Let’
s welcome him!

“I was somehow amazed that
exchange students are so
open to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and they
actually expose themselves
to the global business world.
I hope they enjoy studying
and mingling with KAIST
students and make good
memories this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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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교수 _ MBA Director

당신의 이력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범하는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경력개발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경력개발이 중요하다는 뜻이다.“이력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업 파견 학생들은
아마도“현재 직장을 지원하면서”
라고 답할 것이다. 이력서는 취업에 필수적인 툴이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
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SELF ASSESSMENT
국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의 직장
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현
재 직장 혹은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경력에 대한 만족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Butler, T. & Waldroop, J., 1999)

2007 Autumn

우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 등을 통한 기본적
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기본 역량이 부
족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직무에 대
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경력 만족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은 경력을 쌓아가면서 어떤 보상을 기
대하는가이다. 보상은 높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도전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다. 인정받는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 삶을 동시에 지
향할 수 있는 업무도 될 수 있다. 직업 혹은 업무를 선택할 때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확연하게 달
라질 것이다.
세 번째는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행
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사실 흥미 요소(Life
Interests)가 다른 두 가지(Ability, Values)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
무리 연봉이 높고, 업무 수행 역량이 탁월하더라도 그 업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언젠가는 회의에 빠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
는 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나의‘Life Interests’
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나
의‘Life Interest’
를 반영하고 있는가? 즐겁게 일하고 있는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가?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의 시작은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
다. 경력 목표는 또한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나의 성향은 어떠한
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잠
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반추해보기를 바란다.
TARGETS
나 자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경력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목표(Target)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신입 MBA들의 경우에
산업 분야(Industry), 업무 분야(Function) 등을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다. 현직에 있는 경우, 산업이나 업무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의 흥미
(Interest)와 동기(Motivation)를 반영한 업무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내에서의 신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한다든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바꾸어 내가 즐거움을 얻는 방식
으로 수정한다든지, 사내 전배를 요청하든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목표’
를 설정해야 한다.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NETWORK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업무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목표(Target)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내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MBA
학생들이야 아직 현업에 진출하기 전이기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이 다
소 존재하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사내 인맥은 물론, KAIST의 교수들, 동문,
업계 동호회나 전문가 조직 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정보 획득은 물론, 내가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한다.
RESUME UPDATE
이력서는 다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경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나의 경력 가운
데서 나는 즐겁게 일해 왔는지, 나의 역량이 향상되어 왔는지를 점검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이력서 양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일목
요연하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의 이력서에 어떤 내용들을 더 포함할 것인지 나의 이력을 디자인
하는 것이다.
MARKETING
새로운 업무 수행을 계획하면,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의 업무 수행을 계획한다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업무가 필요한지, 왜 내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를
논리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상 개략적인 경력개발의 단
계들을 살펴보았다. 내 인생을
걸고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의
미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경력을 만들어나가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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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진 기자

경영 지식의 재충전과
벤치마킹의 시간,
KAIST AIM·K-CEO
(주)삼진엘앤디 이경재 대표
KAIST AIM 20기, K-CEO 14기
경력
現 (주)삼진엘앤디 대표이사
現 삼성전기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
1987 대우전자
1984 삼성항공(現 삼성테크원), 삼성전관(現 삼성SDI) 등 삼성그룹
1969 LG전자

학력
2005
2005
2005
2005
2004
2002
1965

한양대 EEP(최고 엔터테인먼트 과정) 수료
KSA 경영전략특별세미나(제50회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KAIST K-CEO(지식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울대 AIP(산업전략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KAIST AIM(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울대 AMP(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양대 공대(기계학과) 졸업

수상
2006.11
2005.12
2003.03
1997.11

국가품질경영대회‘금탑산업훈장’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품질대상’수상
납세자의 날‘중부지방 국세청장’수상
무역의 날‘국무총리 표창’수상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코스닥 상장기업 (주)삼진엘앤디의 이경재 대표는 KAIST 지식최고경영자 과정과 KAIST 최고경영
자 과정을 수료한 KAIST 동문이다. (주)삼진엘앤디는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오디오 데크, 네비게이션 등을 개발 생산하
는 Mechatronics 분야의 전문 회사. 이경재 동문으로부터 기업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삼진엘앤디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삼진엘앤디는 1987년 창립 이래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Mold
Frame, BLU Ass’
y, LGP와 2차 전지용 핵심부품, Slim형 자동차

용 CD/DVD Deck, Car AV/AVN(Audio Video Navigation)을 개
발 및 생산하는 Mechatronics 분야의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정밀 기술의 상징인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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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사용되는 정밀기구 부품을 국내 대기업 및 일본, 미국 등에 수
출해 왔습니다. 1999년에는 TFT-LCD 핵심 부품인 ‘Mold
Frame’제조를 시작으로 LCD 부품 사업에 참여했으며, 2002년
BLU(Back Light Unit) 제품을 업계 최초로 일본 SANYO에 수출했
습니다. 2000년 이후 LCD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
해 왔으며 현재는 삼성전자의 LCD TV용 Mold Frame의 주요 공급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AIST 고위경영자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AIST에서의 AIM(최고경영자 과정)과 K-CEO(지식최고경영자 과
정)를 통해 CEO로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격변하는 경영 환경 대응
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KAIST CEO 포럼을 통
해 매년 색다른 경영 지식을 배우고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학자들의 초청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새로운 지식
과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IM 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네트워크 경제 하에서의 IT 활용 방안’
이나 국내 유
수 기업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좋은 점을 저희 회사
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
킹할 것입니다.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업에 몸담은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이중 절반은 직장 생활을
했고 이후 창업해서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은 1966년
지금의 LG전자인 당시 금성사 부산 공장에서 시작했고 그 후 삼성
SDI, 삼성전기 등을 거치며 부품 개발 및 국산화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초 흑백 브라운관의 전자총 개발은 금형이나 생산
기술이 열악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
면 참으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창업을 했습니다. 막상 창업 초기에는 어디 가서 공구 하나도 제대로
살수 없을 정도로 정보나 자금, 인력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
히 1990년 공장을 신축할 때 자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추
석 때 공사비를 지불할 수 없어 공사장 인부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IMF를 겪으면서 일부 간부들의 급여를
제때에 줄 수 없었던 일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알게 되었던 일본 중소기업 사장님의 도움으
로 초창기부터 카메라와 복사기에 들어가는 정밀 사출 부품을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었고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을 제조해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2개소, 멕시코 2개소,
그리고 슬로바키아까지 생산 기지를 넓혔고,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
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중소기업 부문 국가
품질 경영 대상을 수상했고, 2004년 코스닥 등록, 2006년 금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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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CEO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CEO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를 고르라면 리더십을 꼽겠습니다. 한 기
업의 목표는 CEO 한 사람이나 경영진 몇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사
안이 아닙니다. 조직원 전원의 두뇌와 손과 발을 빌려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조직원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
고 조정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 개발 투자, 인재 양성에도 많
은 투자를 하는 것이 CEO가 갖춰야 할 덕목 아닐까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30대부터 단련해 온 체력이 지금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테니스 등을 즐겼습니다. 또한 평생을 거
르지 않고 하는 아침 체조는 나만의 건강 비법입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집에서 약 30분간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중에
는 상당한 고난이도의 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호텔방에서 항상 체조를 하는데 그런 생활 습관 때문인지 아직 큰 병
을 앓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신체 유연성은 20~30대와도 비교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언어 능력을 키우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능숙하진 않
지만 몇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는 비즈
니스를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독일어와 중국어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해외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습니
다.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는 노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
년부터 우리 회사의 멕시코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현재 저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직접 찾아가 뵙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경재 동문 덕분에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되는 기사를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삼진엘앤디가 무
궁한 발전을 거듭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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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Job Fair Week
이병진 기자

Campus Event

2007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는 첫날 학교 안에는 유독 정장 차

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림의 학생들이 많았다. 올해로 6회를 맞고 있는, 기업들의 우수
인재 발굴 현장‘KAIST Business School Job Fair Week’
가

이번 Job Fair에는 금융 회사들이 18개 회사로 전체의 40%를

시작된 것이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에 걸쳐 열린 기업과

차지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계속되는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의

KAIST 경영대학 우수 인재들의 만남의 장으로 찾아간다.

인력 채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학생들은 이
번 Job Fair에 대해 4.0점(5.0 만점)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대체

Job Fair는 첫날 배순훈 부총장의 오프닝과 이경준 기업은행 수

로 만족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참여 규모 및 다양성

석 부행장의 CEO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부문에서는 3.6점으로 낮은 수준. 이는 참여

저녁 행사로 마련된‘모의 면접’
에는 삼성전

회사들이 금융과 컨설팅 분야로 치우친 경향이

자, 우리투자증권, CitiBank, NHN 등 산업

있었고, 전통적으로 채용에 적극적이던 제조업

별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샘플 면접 및 1:1

업체들의 참여수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모의 면접 등취업 준비생들이 실전에 대비할

보인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기업 역시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의 평
올해는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대우증권, 미래

가를 내린 가운데,“KAIST 경영대학에 대해

에셋, 삼성증권, 푸르덴셜자산운용, 하나은행,

더 잘 알게 되었다”
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

한국신용정보, 한화증권, 현대카드/캐피탈, 삼

를 주었다. 또한 행사 참여 학생에 대한 만족

성전자, LG.Philips LCD, SK에너지, 삼일

도(역량 및 태도)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

PwC, 한국IBM GBS, BearingPoint,

도 높이 평가했다.

Deloitte Consulting, 네오위즈, NHN, SK
C&C, 삼천리 등 국내외 46개 기업이 참여한

‘KAIST Business School Job Fair Week’

가운데, 실제 채용과 연계한 현장 면접과 부스

는 매년 참가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

상담, 채용 설명회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생들의 만족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는 본교 출신들의 우수한 자질이 기업에 널리

또한 Resume Clinic, Career Consulting,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사가 학생

Headhunting Service 등 헤드헌팅사의 참여

과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뿐 아니라, 학생들의

도 활발했는데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

자질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학교 홍보의 또

고 있는 임윤희(텔레콤MBA 2년차) 씨는 헤드

다른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헌팅 서비스 업체들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정 연봉 수준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첫날 모의 면접에 이은 경
력개발 프로그램으로는 CDC Group 변봉룡 대표의
“Employee-ship for Successful Career”특강이 진행됐고, 마
지막 저녁 행사로 People Consulting Group 임용진 전무와 이
호준 동문(테크노MBA 03), 정원상 동문(금융MBA 01), 한영록
동문(테크노MBA 02)을 초청한“연봉 협상 전략 세미나”
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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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MBA Open School
이대상 기자

황, 학업 강도 및 커리큘럼, 장학 제도에 관해 질문했다. 전공별

학생모집을 위한

Q&A 세션은 지원자들의 질문이 많아 예정 시간을 넘겨 늦은 시

MBA Open School

간까지 계속 되었으며, 일부 지원자들은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가 지난 8월 30

도 남아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일 KAIST 서울캠퍼
스 대강당에서 개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예비지원자들은 전공별 Q&A 세션과 성실한

되었다. 저녁 7시부

답변을 좋았던 점으로 꼽은 반면 촉박한 진행 및 시간 부족에 대

터 시작된 이날 행사

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에는 416명의 예비 지원자들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좌석이 가득 차 일부 지원자들은 좌석에 앉지 못한 채 설명

오픈스쿨 행사 당일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http://business.

을 들어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kaist.ac.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먼저 배순훈 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서“KAIST MBA에서 최신
경영 지식과 함께 예비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
이라며 지원을 독려했다. 이어 MBA Director
김현주 교수의 진행으로 테크노MBA, IMBA, 금융MBA, 정보미
디어MBA 각 과정의 연혁과 특성, 각 과정의 차이점, 재학생 및
동문 현황, 취업 현황 및 경력개발 등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 위주로 KAIST MBA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어졌다. 전체
Q&A 세션은 각 전공별 책임 교수 및 재학생 대표로 구성된 패
널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
히 최근 금융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금융권으로의
경력 전환 가능성 및 금융MBA의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 국내
타 MBA에 비해 KAIST MBA가 갖고 있는 강점 등에 대한 질문
이 많았다. 또한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자의 개별적 사
안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체 세션을 마친 후에는 각 전공별로 세부 설명 및 Q&A 시간

2008학년도 MBA 모집안내
전공분야

이 마련되어 지원자들은 평소 지원을 희망했던 전공에 대해 궁금

테크노MBA · IMBA · 금융MBA
정보미디어MBA · Executive MBA

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테크노MBA Q&A 세션에서

원서접수(On-line) 2007.10.8(월) ~ 11.2(금)

는 MBA 취득 후 향후 진로 및 전망, 입학 전 준비 사항 및 면접

TEPS 특별전형

2007.11.6(화)

진행 방법, 경력 연수와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취업 가능

1차 합격자 발표

2007.11.26(월) 15:00 이후

성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많았다. 금융MBA의 경우에는 MBA

면접시험

2007.11.28(수) ~ 12.1(토)

취득 후 외국계 투자 은행으로의 취업 가능성, 학업 비용, 강의

최종 합격자 발표

2007.12.10(월) 15:00 이후

방식 및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정보미디어MBA 세션에 참

입학 관련 문의

경영대학 교학팀 Tel 02-958-3214

석한 지원자들은 기존의 MIS 및 텔레콤 전공 동문들의 진출 현

Campus Event

2008학년도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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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지원자를 위한 열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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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영’시대는 우리가 연다

Team & Power

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

이경민 기자

사회책임경영 등 신경영개념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지
금,‘데이터 경영’
은 기업들에게 데이터 군살 빼기를 통해 결국
기업 전체의 군살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경영의
최전방에서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는‘기업 데이터 관리’
연구
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
데이터 관리는 과연 무엇일까.

기업 IT의 성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합리화와 데이터 효율화에
달려 있다. ERP나 온갖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방법이 현란하게
등장해도 IT를 통한 기업 경영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섬
세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세스와 데이터는 동전
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프로세스가 거시적 관
점에서 기업 업무를 들여다본다면 데이터는 미시적 관점에서 기
업 업무 전체를 조명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섬세하게 기업 업무
를 꿰뚫는 능력 없이 경영 효율화는 성취하기 힘들다. 프로세스
레벨에서 맴돌기만 하면 안 된다. 데이터 레벨까지 들어가지 않
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다. 월마트
의 경우 A4 용지로 쌓아 올렸을 때 그 두께가 무려 8천 km나
되는 데이터를, KT의 경우 약 8백 km 두께의 데이터를 컴퓨터
에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서비스 관리 못지않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는 대부분
IT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다. 현업을 회사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역부족인 IT 부서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중복률은 무려 평균 60%에 이른다.
인체로 말하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320을 넘은 수준이다.
언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 중복이 심각한 기업들을 적절한 운동과 식
이요법을 통해 날씬한 몸매로 만들어 주는‘전사적 데이터 지도’
구축 작업이 바로 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재경부, 우리은행, KBS, 미래신용정보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데이터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현장 자문을 요청해 오고 있다. 기
업의 데이터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사적 데이터 맵을

국내 대기업‘전사데이터맵’제작 현장사례를 분석중인
기업데이터연구실 박사과정 학생들과 문송천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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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 만의 문화

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은 독특한 논문

있다. 특히 이러한 툴 분야의 박사 인력이 이 연구실에서 최근

지도 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논문을 꾸준히 내고 있다. 특히

배출되어 경영대학 교수로 학계에 진출해 있다.

프로젝트에 매이지 않는 대신 논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 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 유

자유로운 연구와 생활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만, 오

출을 방지하는 방법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개인

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실시해 기업 IT 관

정보보호법의 신규 도입과 디지털저작권 개념의 법안 개정에도

련 동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논문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고 있다.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이 연구실만의 문화는 서로를 독려하면서도 적당한 긴장
감을 부여해 각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나눔의 미학
문송천 교수는 지난 1991년 이후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방학을

1985년 출범한 기업데이터관리연구실은 20년이 넘는 전통 만

이용해 저개발국으로 봉사 활동을 간다. 유엔 및 국제 협력단의

큼이나 광범위한 졸업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졸업생 중

일원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

대학 교수가 16명으로 미국 인디애나대, 가톨릭대, 국민대, 중

을 돌면서 IT 기술을 전파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앙대, 숙명여대 등 국내 유수 대학에 재직 중이며, 산업계에서도

다. 방문한 나라들은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고 풍토병에 걸리는

KT 부사장을 비롯해 IBM, Microsoft, LG, SK Telecom,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자신

NHN, NCSoft 등에 임원급으로 근무한다. 특히 경영 기획을 담

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여한다는 데에 보람을 느낀다. 은퇴 이

당하는 역할들을 주로 맡고 있다. 또한 Infron Technologies,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면 저개발국에 1~2년씩 머무르면서 기술

Match-Mail, Unichal 등의 기업을 창업해 기업가로서 영역을

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희망 사항이다.

넓혀가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다. 이러한 막강한 졸업생 선배들은
연구실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지도교수의 봉사활동을 지켜봐 온 학생들도 해외 봉사활동을 시

유지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박사 27명, 석사 72명이 배출됐

작했다. 박사 과정 이상원, 권영철 학생이 최근 정통부가 주관하

다.

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IT 봉사대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 파견
된 바 있다. 조만간 문송천 교수는 본교의 Joe Dewberry 교수

우리 나라 국가 전산학 박사 1호이며 당대 최고의 데이터 감별사

와 함께 북한 봉사 길에 나설 예정이다. 카이스트를 벤치마크해

인 문송천 교수는 현재 KAIST 경영대학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

만들어진 평양 과기대의 개교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방학 기

으며 테크노MBA 전공책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Team & Power

구축하는 노하우는 이미 축적한 상태. 지금은 데이터 맵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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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최초의 기업 가치평가 동아리

Oh My Club

외환위기 이후 정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금융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
우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지난
2006년 9월 설립 후 현재 회원수만 46명에 이르는 Watchers는 KAIST 경영대학 출범 이후 최초로 생
긴 기업 가치 평가 동아리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곳이다. 이용상 Watchers 회장(테크노MBA
06)으로부터 동아리 소개와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이대상 기자

동아리 준비 과정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2006년 1학기 한인구 교수님의 재무회계 수강생 중 학업 및 팀

좋은 점은 많은 학우들과 교류하며 이 분야에서 한층 발전할 수

프로젝트 우수 학생들이 교수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각자 동아리를 통해 얻

님께서 기업 가치 평가 동아리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후 현

고자 하는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달라 모든 의견을

재 테크노 2년차인 김향희, 이석, 김수연, 박성배 학우, 저까지

수렴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 점은 이번 학기를 통해 개선

다섯 명이 동아리를 만들고 한인구 교수님의 조언과 지지 속에

하고 있습니다.

멤버를 모집했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창립 멤버인 김수연 학우가
제안한 것입니다.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 가치 주를 발굴하는 동

동아리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아리이니‘기업 및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Watching하는 사람

아직까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들의 모임’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많은
2년차 동아리 회원들이 금융 산업의 인턴을 경험하거나 취업이

현재 활동 내용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첫 학기에는‘Valuation’
이라는 책을 학습하고 팀을 나눠 산업

중장기 방향은 이번 학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분석 및 동향 파악 등에 대한 토론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올

방향으로 잡아 나아갈 생각입니다만,‘Valuation’
을 위한 체계

해는 실제 기업 가치 분석 및 평가에 가까운 연구를 해보고자

적인 이론 학습을 위한 팀, 산업 섹터별 분석 및 기업 가치평가

‘McKinsey Valuation Model’
을 활용한 기업 가치 평가 세션

를 위한 팀 그리고 사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독서 팀으로

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회원 모집을 통해 회원 수가 46명으로

활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늘어나 리서치 A, B팀 그리고 독서팀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
다. 금융 분야 진출을 위한 준비,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가치
주 발굴, 산업 분석을 통한 이해, MBA 학업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저마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Watchers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watchers

회장 E-mail rinoys@business.kaist.ac.kr

INSIDE ZONE

CAMPUS STORY

2007 Autumn

KAIST Business School

Frontier

이명상 _ MIS MBA 06

선진 IT 한국을 건설하고 있는 MIS MBA 전공 2006학번 학생들
이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대련으로 졸
업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졸업 여행에서는 포스코, 외환은행 등
중국 대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방문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전략과 중국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유익한 시
간이 됐다.

테크노MBA 제주 워크샵
김강범 _ 테크노MBA 06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테크노MBA가 생긴 지 10년 만에 부활한
워크샵이 17명의 졸업 예정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8일

●

●●

●●●

●●●●

●●●●●

●●●●●●

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다. 많은 동기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내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졸업예정자들과 담당 교수진
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첫날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 민속사박물관 관람을 시
작으로, 중문 관광단지에서 제트보트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
며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해변
절경을 감상했다.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숙소로 귀가한 후에는
담당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2년 동안 테크노MBA 과정을 수학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관해 의견을 나
누기도 했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한라산 등정이 있었다. 한 명의 낙오자
도 없이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등정해 아름다운 절경 속에서
졸업 후의 포부를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
지막 날은 제주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우도를 방문해 즐

● 제주 민속사 박물관 관람 전

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제트 보트를 타고 출발하기 전
●●●+●●●● 한라산 정상에서
●●●●●+●●●●●● 제주도 우도에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 리조트 숙소 앞에서 교수님과 함께

계기였다는 데 큰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리하여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다. 적은 수의 동기들이 참여해 잠시
좌절감을 느꼈던 참가자들은 단지 참가 인원수에 연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의미 있고 뿌듯한 3
일간의 워크샵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

Campus Story

이와 함께 중국 문화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중국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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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KAIST MBA 학생모집(10.8~11.2)
2008학년도 MBA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지난 8월 30일
(목)과 9월 5일(수)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참
석자들이 참여, KAIST MBA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8월
30일(목) 오후 7시부터 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2007 KAIST
MBA Open School’
은 본교 MBA 과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진행됐다. 약 410여
명의 예비지원자가 참석
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소개 및 전공별 Q&A 세
션이 진행됐다. 특히 작
년에 새롭게 출범한 경영

서는 테크노MBA 1년차
김경진, 이태수, 조재익,
최윤석 팀이‘팅크웨어의
Chasm 극복 사례 및
Brand Identity 강화 방
안’을 주제로, 테크노
MBA 2년차 김강범, 박
소정, 박형근, 신호경 팀
‘(주)효성의 글로벌 M&A 사례연구 및 향후 전략’
을 주제로 각각 은상과
동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7 제2차 박사과정 컨퍼런스 개최

대학 체제의 3개 대학원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제2차 박사 과정 컨퍼런스가 8월 7일 개최됐다.

별 MBA 프로그램에 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경영 분석, 정보 기술, 경영 관리 3개 분야로 나누

한 차별점을 중심으로 개인별 경력 개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해하

어 총 24편의 논문(12papers, 12proposals)이 발표됐으며, 최우수상

기 위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재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은 KAIST 경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영대학 홈페이지(http://business.kaist.ac.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2008 GTMC(Global Technology & Management Consortium)

(관련 기사 27P).

Dissertation Competition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이어 9월 5일(수) 조선호텔에서는 기업 교육 담당자 및 기업 파견 입학
지원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EMBA/MBA 통합 입학설명회가 열렸으며,
총 65개 기업 80여 명의 관심자가 참석해 전공별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
를 가졌다. 2008학년도 KAIST MBA 학생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일(금)까지 진행된다.

재학생 과외 활동, 수상으로 이어져
‘제3회 2007 대학생 PR전략 컨테스트(한국PR협회 주최)’
에서 테크노
MBA 1년차 김경진, 김민지, 홍관선 학생들의‘쪽지로 전하는 고맙습니
다 - 해피투게더의 확산 전략’
이 대상을 수상했다.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진행된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40편의 응모작 가운데 1,
2차의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편의 팀들이 참가해, 주요 국제 행사
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
과‘삼성그룹 광고 <고맙습니다 - 해
피투게더> 캠페인의 확산 전략’
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최한‘e-Tourism 사업 제
안 공모전’에서는 정보미디어MBA 김민구, 장훈, 김지수 학생팀이
‘Mobile Social Networking을 이용한 국내 관광정보 서비스 제고 및 신
규부가 가치 창출 방안’
이라는 주제로, 류기선, 박연준, 김지수 학생팀이
‘AvaTour 2.0* LBS 기반의 사용자 참여형 게임을 이용한 관광 정보 서

최우수상
박성혁 | 정보기술분야, proposal
“Reconsideration of Multi-criteria Linear Programming in the Vector Space:
a new linear classification method with the Euclidian metric.”
황근호 | 경영분석분야, paper
“How Does Creditor’
s Liquidation Decision Affect Debt and Equity Values?”

우수상
김정호 | 경영관리분야, paper
“The Persistence of First-mover and Early-entrant Advantages”
김호 | 경영관리분야, proposal
“Incorporating Heterogeneity in Consumer’
s Forward-Looking Behavior in
Choice Context”
박재원 | 경영분석분야, paper
“Option Pricing with Short Sales Constraints, Put-Call Parity, and Implied
Volatility Discrepancy”
정성훈 | 정보기술분야, proposal
“The Effect of Price Dispersion and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Product Attitude in Infomediary : The Moderating Role of Involvement”

장려상
민병규 | 경영분석분야, pape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hedge funds using the stochastic discount
factor”

비스’
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오경모 | 경영분석분야, proposal
“Asymmetric response of price to cost changes”

테크노MBA 1년차 이제석, 한창수, 류보연 학생의 우수 논문상 수상 소

이성욱 | 정보기술분야, proposal
“UCC Sharing Motives : Can the socialization tactics affect to them?”

식도 이어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주최한‘2007 대학
(원)생 논문 및 사례 공모전’
에서‘M&A 취약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우수작에 선정되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2007 기업경영 논문 및 사례연구 공모전”
에

조유리 | 경영관리분야, paper
“Agglomeration Economies, Innovativeness of Entrants,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nd Location Decision”
조현 | 정보기술분야, proposal
“집단지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상에 따른 비교”

2007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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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Asia MBA Tour 참가
금융전문대학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적극적인 학교 홍보 및 해외 외국
인학생 유치를 위해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상해, 북경, 동경 순으로
아시아 투어에 참여했다.
본 행사는 전세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별로 학교 소개와
Q&A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참가
해 UNC, HEC 등 톱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교의 경쟁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금융전문대학원, UT-Austin EDS 트레이딩 센터 벤치마킹
금융전문대학원에서는 해외 대학 우수 금융 실습환경 구축 및 운영에 대
한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16일, 4박 5일의 일정으로‘Univ. of
Texas at Austin’
의‘EDS Financial Trading and Technology Center’
(이하 EDS 트레이딩 센터)를 방문했다. EDS 트레이딩 센터는 1996년
EDS(Electronic Data Systems) 등 많은 기업으로부터 6백만 달러를 기
부 받아 구축한 미국 내 최초의 교육용 트레이딩 센터이다.

& Media Management’
를 주제로 한 맞춤 교육
이 이루어졌으며, 파라마
운트 영화사와 및 D&B
컴퍼니 등 미디어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학습
효과와 학생들 간 친밀도
를 높이고, 게티 박물관 방문, 퀸 매리 호 견학, 바비큐 파티, LA 다저
스 야구 경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시간도 가졌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분석’특강
2007학년도 가을학기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는‘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 분석’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를 개설했다. 이는
봄 학기 웹 2.0 특강에 이은 연재 세미나로 9월 18일부터 1주일 간격
으로 우종식 前게임산업개발원장,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박사, 김종진
예당엔터테인먼트 미디어부문 대표, MSN Media 문윤택 대표, 연세대

EDS 트레이딩 센터는 MBA 투자 펀드 운용을 위한 AIM 트레이딩 룸과

영상대학원 김형수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 영화, 방송·엔

원격회의가 가능한 최첨단 회의시설을 갖춘 AIM 회의실, 강의실 및 연

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미

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실에서는‘Bloomberg’
,‘FactSet’
,

디어 산업 발전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강 시리즈는 블로그(http://

‘Reuters’
,‘StockVal’등 금융 산업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수업

webtwo.kaist.ac.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에 활용하고 있으며, 본교 모의 트레이딩(e-trading) 시스템과 유사한
FTS 게임(Financial Trading Simulation Game)을 활용한 실제 금융시장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래 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
과 자료를 금융 전공 수업, 경영 정보 수업, MBA 투자 펀드운영을 위한
PT, 원격 교육, 고위 과정 교육 등에 활용한다.

전자정부 고위과정(AeG) 총동문 워크샵 개최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 연구센터(센터장: 김병천 교수)에서는 지난 9
월 18일(화)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전자정부고위과

EDS 트레이딩 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공적인 MBA 투자 펀드

정(AeG) 총동문 워크숍을

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최초로 합법적인‘MBA

개최했다. USC와 공동으

Investment Fund, L.L.C’
라는 자산 운용 회사를 설립해 학생들이 직접

로 개최된 본 세미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160만 달러에

전자정부 연구센터장 김

서 시작한 자산은 2006년 1,400만 달러로 늘어나는 높은 수익률을 기

병천 교수의 개회사를 시

록하기도 했다. 또한 산학 협력을 통해 매년 재학생 중 20여 명의 펀드

작으로, ‘전자정부 수준

매니저를 선발하고 졸업생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MBA 투자 펀드 자문

평가 지표 현황 및 문제점’
(김병천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글

단과 운용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실무 전문가로 구

로벌 전자정부 수준평가 지표 발전방향’
(Gregory G. Curtin, USC e-

성되어 있어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 이외에도 방학 중 직접

Governance Center),‘차세대 한국전자정부 추진전략’
(서보람, 행정자

펀드 운용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EDS 트레이딩 센터 방문은 본교

치부 표준화팀장),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연구방향’(Christopher

Reuters 트레이딩 센터의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

Weare, Professor of USC)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며, 기부금 활성화, 알찬 홈페이지 구축, 효율적인 조교 활용 등 깊은 인
상을 주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해외 현장 연구 실시

동문 활약! 첫 여성 임원, 보스턴大 조교수 임용
경영공학 동문들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조일
순 동문(박사 1993, 지도교수: 김영걸)이 신한카드 정보시스템담당 상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007학번

무로 임명되면서 신한금융지주 내 첫 여성 CIO(최고 정보 책임자)로 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현장 연구를 실시했다. 총 2주 동안 미국 LA 소

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화학과와 연세대 전자계산학 석사를 거쳐 본교

재 Marshall School of Business, USC에서‘Strategic Entertainment

경영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이사는 KIST 산하 연구소와 IBM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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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정보시스템담당 이사로 활동해 왔다.

는 주제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풀어나가며 청중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

한편 경영공학 석사 출신 이원기 동문(석사 1996, 지도교수: 김영걸)은
미국 메시추세스 보스턴대학교(Univ. of Massachusetts Boston) 조교
수로 임명되어, 9월부터 경영정보시스템(MIS) 과목을 강의한다. 특히 비
영어권 석사 출신으로 박사 학위 후 바로 미국 유수의 대학 조교수로 임
명된 사례가 매우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원기 박사는 연세대 전산
학과와 본교 경영공학 석사 과정을 거처 홍콩 시티대학 정보시스템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 한편 이번 조찬회는 1~9기까지의 동문과 10기 과정생이 처음 만나
총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시대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총동문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연간 4회에 걸쳐 개
최하고 있는 ATM 총동문 조찬은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유익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AIC 13기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
10월의 첫 번째 주말, 최고 컨설턴트

기업은행 임원진, KAIST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지난 9월 13일 기업은행의 본부장과 사외이사 등 임원 30여 명을 대상

과정(AIC) 13기가 경기도 화성으로 비
즈니스 컨설팅 워크숍을 다녀왔다.

으로 하는 IBK-KAIST 최고경영자 과정이 시작되었다. 임원들의 역량

신사업 개발과 디지털 기업 혁신에 초점

강화와 리더십 증진을 위해 개설된 본 교육 과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을 둔 강의, 반별 대항 족구 경기, 야외

12주 동안, 세부적으로

회식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된 워크숍

는 전략 경영과 금융 경

을 통해 AIC 13기는 앞으로 남은 강의

제 리더십, 재무 전략,

및 컨설팅 실습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의사 결정 등 경영 전반

쌓아 훌륭한 경영 관리 역량을 갖춘 미래

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

의 CEO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 기업은행에서는“최
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전 임원을 장기간 연수시
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특히 강권석 기업
은행장은“경영진의 역량 강화가 은행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아
래 연수를 준비했다”
며“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기업은행이 제2의 도약
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인사] 신임 교원 및 영년직 교수 임명
지난 7월 이후 본교 조직·전략, 금융, 회계, 미디어 분야 교원이 충원
돼, 가을 학기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다. 한편 9월 1일부로 한인구
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장), 정구열 교수(금융전문대학원장), 김영걸 교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가 영년직 교수로 임명됐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신임교원

ATM 총동문 조찬 특강

이수진 | 조교수 | Cornell University, Ph.D.(’
05), Intergroup Behavior,
Culture and Negotiation

“대한민국에서는 죽은 리더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Rod D. Rothwell | 초빙교수 | University of New England, M.A.(’
02),
English Proficiency Courses

올해 10기를 맞이한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 과정(ATM)의 총동문 조찬
특강(주제: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에서 황상민 연세대학교

금융전문대학원 신임교원

심리학과 교수가 던진 말

곽병진 | 조교수 | Purdue Univ., Ph.D.(’
04), Accounting

이다. 지난 10월 5일 코

김문철 | 초빙교수 | Univ. of Illinois, Ph.D.(’
93), Accounting

엑스인터컨티넨탈에서 열

John J. Kim | 초빙교수 | Univ. of Memphis, Ph.D.(’
93), Accounting

린 ATM 총동문 조찬회

Steven J. Jordan | 조교수 | Yale Univ., Ph.D.(’
06), Finance

에서 황 교수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 리더들을 분석하고 새
로운 리더를 예상해보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리더상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았다. 경제
계의 리더라 할 수 있는 ATM 동문들에게 이번 특강은 뜨거운 정치적 이
슈이기 이전에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선택의 심리’
를 엿볼 수 있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인 만큼 딱딱한 강의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황 교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신임교원
오택섭 | 초빙교수 | Indiana Univ., Ph.D.(’
77),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81~’
06), Mass Communications
유진룡 | 겸직교수 | 한양대, Ph.D.(’
05), 문화관광부 차관(’
06), 엔터테인먼트
정책, 경영, 마케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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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KAIST 경영대학 EAC Meeting
2007.11.30 FRI 18:00
2007년 11월 30일, KAIST 경영대학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서울 홍릉캠퍼스를 방문한다.
올 초 KAIST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 단과대별로 EAC(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경영대학에서는 국내외 기업체 CEO, 총장 등 17명의 유명 인사로 구성된 EAC가 발족되
었다. 그 첫 모임은 2007년 5월 23일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에서 가졌고, KAIST 경영
대학에 대한 이해와 그 비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30일 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의 생활을 생생히 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경영대학
이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자문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2007 동문 가족 행사
홍릉 단풍길 걷기
2007.11.4 SUN

KAIST 경영대학 External Advisory Committee Member
강보영 _ 안동병원 이사장

2007년 11월 4일, 가을에 유난히도 아

강영중 _ (주)대교 회장

름다운 KAIST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여섯

김남구 _ 한국투자증권(주) 부회장

번째를 맞이하는‘홍릉 단풍길 걷기’동문

김은선 _ 보령제약 부회장

가족 행사를 개최한다.

라응찬 _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마술쇼와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풍

박충환 _ USC, Marshall School 석좌교수

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동문 가족 여러분을

변봉덕 _ (주)코맥스 회장

초청한다. 운치있게 물든 홍릉 캠퍼스와

송필호 _ 중앙일보 사장

수목원의 단풍길을 따라 반가운 얼굴들과

유경선 _ 유진그룹(주) 회장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규성 _ (주)코람코자산신탁 회장 / KAIST 경영대학 교수
정구현 _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시 간

주요내용

David Van Zandt _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학장

12:00~12:30 등록 및 동문영접

Dominic Barton _ McKinsey & Company Asia CEO

12:30~12:40 동문회장 인사 / 부총장 환영사

Hau Lee _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석좌교수

12:40~13:30 점심식사, 마술쇼

Kyoichi Ikeo _ Kei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장

13:30~14:30 홍릉 수목원 단풍길 산책

Peter Lorange _ IMD 총장
QIAN, Yingyi _ Tsinghua SEM 학장

14:00~15:00

사진촬영(포토존)
보물찾기
풍선아트
Face Painting

15:00~15:15 보물찾기 시상 및 행운권 추첨
15:15~15:30 행사마무리 및 광고

SK-KAIST 동문회 발족 모임을 마치고

비 고

아트리움

홍릉수목원

원형광장

아트리움

맹계원 _ 테크노MBA 05 _ SK주식회사 (現 SK Energy)

늦게 입사한 만큼 회사 문화와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내 네트워킹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테크노경영대학원장과 SK Energy 사외 이사로 재직 중이신 한인구 교수님의 연락을 받아, 졸업생으로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
야 했다는 생각에 AIC 과정을 수료한 조준상 선배와 함께 서둘러 오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월 29일, 총 19명의 동문 중 해외 연수와 바쁜 업무로 참석할 수 없는 동문을 제외하고 7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동문들도
있었지만, 회사와 학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금방 융합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잠시 잊었던 경영대학원 시절의 에피소드
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학교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동문들, 더 나아가 SK 서린 사옥에 근무하는 계열사 재직 동문까지 모이자는 결의를 다지고 모
임을 마쳤습니다. SK-KAIST 동문회 간사로 모임을 주관하신 한인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KAIST 경영대학원 동문회가 활성화되도
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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