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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동호회 KGA: CEO 자질, 경영 공부하는 기회 ┃“모든 것을 잊어라, 오늘은 노는 날이다!”┃ 동문 가족과 함께 나눈 홍릉의 가을

(주)빙그레 정수용 대표이사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재흠 동문 ┃ PCA 투자신탁운용(주), 박건엽 동문
사진으로 보는 2006 발전기금

주요 일정 | 프런티어 기자단 소개

나침반

특별기고

지난 3월에 개원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이 꽤나 긴 준비기간을 거치고 새해 1월부터 신입생 38명의 교육

새로움과 탈바꿈. 변화와 변모의 표현들이다.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에 의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새로

에 들어간다. 이로서 경영대학 내에 허울 만의 3개의 대학원 체제가 실질적으로도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움이다. 변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실행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탈바꿈이다. 탈바꿈은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됐다.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새로움은 자연법칙에 의해, 탈바꿈은 본인 의지에 의해 우리들에게 변화와 변모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돌이켜 보면 금융전문대학원의 유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난 1년 반여 동안 참으로 숨 가쁘게 이어져 온
나날이었다. 두 개의 대학원이 이 짧은 기간에 새로이 생겨 난, 정상적인 대학 풍토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과 변화를 꿈꾼다. 새 것, 새 해. 새로움이란 언제나 사람을 들뜨게

든 큰 변화를 거쳤으니 말이다. 국가적인 당위성을 내 세우며 예산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

한다. 신입생이 그렇고, 신입사원이 그렇고, 신인 가수가 그럴 게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

에 더해서 주어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교수들의 의지로 가능하였던

해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생각하게 한다. 곧 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것이다. 이런 큰 구조 변화가 여러 대학에서 MBA 과정이 출범하는 시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게 되어, 내우외

되는 것이다.

환이 겹친 위기라는 시각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시작’
이 반드시 해피엔딩 만은 아니다. 비극으로 흐를 수도, 결론 없이 마무리

차동완 교수 |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

경쟁이 치열해진 MBA 시장과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진행된 신입생 모집과정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헤매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움이 언제나 상큼하지만은 않다. 기분 좋은 새로움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존재한

형국이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는 지원 숫자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늘어난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다. 새롭다는 것,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듯이, 불안감도 따른다. 살아오면서 몸에 익은 익숙함 위에 새 것이

기존 MBA 과정에서 일류 대 출신의 비중이 떨어 졌고, 신설된 1년제 MBA 과정에서는 기업파견 규모가 크

란 생경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새로움은 자연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 찾아 온

게 늘지 않아 기간단축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감안할 때,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다. 새로움은 백지(白紙)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그림이 걸작이냐 졸작이냐는 우

비롯되어 지난 10년간 정성스레 가꾸어 온 KAIST MBA 과정의 절대적인 위상을 재확인 받는 듯 하였다.

리 자신들의 몫이다. 새해라는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볼까?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성공을 기대해 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수월성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초를 본 듯한 우려도 자아 내었다.

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해 속으로 뛰어들어 가보자.

KAIST 경영대학
재도약의 지름길

그간 누려 왔던 독보적인 위상에 준하는 경쟁력을 치열해 진 시장환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바꿈을 꿈꿔 보길 바래본다. 삶이건, 습관이건, 마음이건, 조직이건, 기존의 방

경에서도 계속 유지하려면, 역시 비교우위 요소들에 우리의 역량을

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 즉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 보자는 것이다. 탈바꿈으로 인해 모양이나 태도 등이 달

집중시키는 길 밖에 없다. KAIST가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고등교

라지게 된다. 탈바꿈의 성공은 자연과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 있다. 톨스토이는

육기관이라는 관념에서, KAIST 경영교육 또한 기술, 계량분석과 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을 개조하려고 하지 스스로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며 탈바꿈을 싫

퓨터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에 강한 것으로 우리사회는 기대하고 있

어하는 사람들을 지적했다. 로댕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언젠가 누가 그에게 어떻게 돌덩이로 그렇게 살아

다. 관련 정부부처가 금융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을

움직이는 듯한 조각품을 다듬어낼 수 있느냐고 묻자 로댕이 말했다.“사실 생동하는 아름다움은 이미 그

KAIST에 설치키로 하는 데 별 잡음이 없었음은 이런 인식에 기인하

돌 속에 존재하고 있지요. 다만 나는 그 중 군더더기 부분을 잘라낸 것뿐이랍니다.”로댕은 습관을 극복하

였다고도 볼 수 있다. 신설 대학원은 일단 제대로 가동이 되기만 한다면, 타 대학교에 비해 호의적인 사회인

서영태 사장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정해년을
맞으며

지 못한 인간적 한계를 일컬었다.

식이라는 확실한 비교우위 요소를 갖고 있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기업들은 앞다퉈 경영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조직 속의 개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수준의 KAIST 경영대학이 되는 꿈을 우리 모두는 같이 갖고 있다. 테크노경영

인과 사회 속의 개인들 반응은 신통치 않다.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대학원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매진하는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세 개의 대학원 체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와 가정, 지역사회는 물론 자신의 삶 속에서도 탈바꿈을 통해

이미 개편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제 우리 비전의 달성을 위해 갈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세 개의 대학원이 각

기존의 방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필자는“구태의연과 기성(旣成)의 틀을 버리고 창조적 사고와 창의적

기 특화된 형태로 경쟁적으로 발전케 함과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일반 경영학의 토대를 강화하는 공동의 협

노력으로 삶에 있어 변화를 주는 것이야 말로 자신과 인생의 혁신이다”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창조로 새

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협력과 경쟁 구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부서와 신설부서의 구성원 모두

롭게 탈바꿈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이다. 새로움과 탈바꿈, 그것이 창조와 함께 한다면 더할 나

의 자세가 이를 가능케 해야 한다.

위 없다.

기존부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털어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신설부서가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 이 창조의 노력

단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대로 발전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모두에게 큰 짐이 되어 돌아와 내리막 길로 접어

이 멎을 때/ 나무든 사람이든/ 늙음과 죽음이 온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들은/ 표정을 잃은 채 덤덤히 서 있

들 것이다. 한편 신설부서는 경영대학 전체의 병행 발전 없이는 스스로 만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아

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잠시도/ 창조의 손을 멈추지 않는다/ 땅의 은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야 한다. 출범하며 받은 경영예산으로 전체를 위해 얼마나 연관된 시설을 갖추려 하느냐 에서 이런 자세를

싹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시절 인연이 오면/ 안으로 다스리던 생명력은/ 대지 위에 활짝 펼쳐 보일 것이

확인할 수 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예산으로 지은 첨단 강의실이 각종 발표와 원격회의 용으로 모두

다.’(법정스님·자신을 창조하는 일).

에게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계획 확정단계에 있는 실험실습실에는 UCC생성 및 가공, 그리고 Web-

4

2006 Winter

casting의 최첨단 장비들을 갖추어 차세대 비즈니스실습의 선행 체험관이 될 것이다. 스스로와 모두의 발

2007년 새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 보자. 자신을 새롭게 하고, 탈바꿈할 것은 없는지. 또 새롭게

전을 아울러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자세야 말로 조직의 세분화에 따른 일시적인 동요를 최소화 시키고 더

해주고, 탈바꿈 시켜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한 예술가는“새롭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나아가 분화의 원래 의도인 성장 후 분배의 로드맵을 달성하는 길이다. 세 대학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

아니거든, 중요한 것은 하나야. 사물의 내부를 파고 들어가 그것을 더욱 뛰어나게 창조해내는 것이지.”
라

면서 각개 약진하고, 이로서 특화된 세계 유수의 경쟁력을 갖춘 KAIST 경영대학의 모습을 그려본다.

고 말하지 않았던가.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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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신년 조직개편 실시

Award)’
의 2006년 수상

발표력 및 팀워크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

신년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대학 내에서도 보직

자로 선정됐다.

회의 장이다.

자 변동이 있었다. 2007년 1월 1일 부로 현용진

Aspen 교육 개척자상은

교수가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책임교

세계적 연구, 교육지원기

수로, 배종태 교수는 테크노경영전공 책임교수

관인 Aspen 연구소와 세

로 임명됐으며, 현대기아자동차-KAIST 글로

계자원연구소(World

벌전문과정 총괄책임교수에 김영배 교수가 선

Resources Institute: WRI)가 매년 지속가능

임됐다. 또한 경영대학에 교학부를 신설하고,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관한 경영

하부 조직으로 교학팀과 운영팀이 마련됨에 따

학 부문에서 리더십을 보여온 전세계 MBA 스

라 경영대학 교학부장 직무대행 겸 경영대학 교

쿨의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6개

학팀장에 신명철 前테크노경영대학원 교학팀장

부분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 운영팀장 직무대행 겸 금융전문대학원 교학

‘KAIST Case Competition 2006’
에서는 테크
노MBA 2006학번 김경준, 김은정, 류경남, 이
대상, 한경균 학생 팀이“Hi-Mo: More Natural
than Real”
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해 개

역임하고 현재 사회책임경영(CSR) 연구센터장

인별 상장과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새로이 임명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

을 맡고 있는 안병훈 교수는 1998년, 아시아에

며, 신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KAIST Case Competition을 통해 우수사례로

서 처음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발굴된 Case는 KAIST Case Series로 개발되

“Green MBA”
과정을 개설하고, 그 동안 에너

어 경영학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XanEdu

2006 추계학술대회 본교 교수 수상
지난 11월 17(금),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한
국경영과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에서는 경쟁
부문에 참여한 총 25편의 논문 중 이론분야에
서 본교 안병훈 교수와 장대철, 정영조 박사과
정 학생이 공저한 논문‘양면시장에서의 진입
가능성 연구’
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한편 11월 10일(금)‘IT 서비스와 디지털 컨버전
스’
라는 주제로 진행된‘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한인구 교수와 안현철 박사가

특강 주제 및 강사

11월 17일 Risk Management (Ben Golub,
BlackRock)
(금)
11월 23일 Introduction to Asset Management:
Portfolio Management (Guan Ong,
(목)
KIC)
11월 24일 Global Trend in Asset Management
(Guan Ong, KIC)
(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설립초대원장을

담당에는 김학기 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일시

지, 환경 정책 부문연구를 수행해 왔다.

(www.xanedu.com)를 통해 전세계에 배포되

수상 후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 교수

고 있다.

12월 1일
(금)

Fixed Income Investment: Process,
Outlook, Strategies (Scott F.
Grannis, Jonathan Tiu, Western
Asset)

12월 8일
(금)

Fixed Income Investment: Market
& Strategy (Rick Patel, Fidelity)

금융전문대학원,‘자산운용 특강’
진행

해야 한다.”
고 밝히며“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

금융전문대학원은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8주간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 진

걸친
‘자산운용 특강’
을 진행했다.

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고 사회책임경
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3일(금)부터 12월 15일(수)까지 진행
된 본 특강은 한국투자공사(KIC) 구안 옹 투자

지난 11월 30일(목) 오후 6시 SUPEX경영관 아
트리움에서는 국제화 장학금 마련을 위한
Auction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글로벌 Top
경영대학원’
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국제
교류 행사를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

‘Mobile Advertisement Recommender

안병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

System using Collaborative Filtering’
라는 주

하고 Stanford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석사

Barclays Global Investors, BlackRock 등

운데 식사권,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스틱, 주

제로 IBM 연구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와 경영과학과(EES)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산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의 임원 및 실무전문가들

류, 유아용품 등 70여 점의 물품이 경매에 붙여

‘2006 한국 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에서

업경쟁력 연구분야가 주요 관심사로 우리 나라

이 채권과 주식투자,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업

졌다.

사회책임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계 현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실무경험을 강

특히 Mckinsey&Company Jae Choi 파트너

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의‘Mckinsey Case Interview’코칭과

및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중진들에
게 수여하는‘IT서비스 우수 연구자상’
은 본교
김성희 교수가 수상했다.

KAIST Case Competition 2006 시상
‘KAIST Case Com-petition’시상식이 지난
10월 12일(목) 열렸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안병훈 교수, Aspen 교육개척자상 수상

본 행사는 학생들이 기업의 사례를 개발하고

지난 11월, 테크노경영대학원 안병훈 교수가

영어 Presentation을 진행하는 사례경진대회

‘Aspen 교육개척자상(Aspen Faculty Pioneer

로, 사례분석능력뿐만 아니라 논리력,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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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자산운용 특강 일정
일시
11월 3일
(금)

특강 주제 및 강사
Management of Portfolios (Steve
Kuhn, Goldman Sachs)

11월 10일 Investment Manager Analysis
(Barton Waring, Barclays Global
(금)
Investors)

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승자가 되기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AIM

참가권 판매 수익과 기증물품 경매 수익으로

도전! 골든벨”
은 옛날 교복을 입은 참가자들의

8,784,390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15

모습이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이어진“송년 콘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서트”
는 퓨전국악‘소리아’
, 발라드‘SG 워너
비’
, 힙합‘바비킴’
, 트로트‘심수봉’등 각 장

사랑의 바자회

르의 최고들이 함께 해 더욱 특별했다.
이번 송년회는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진행
된‘총동문 조찬’
이 매번 역대 최다인원을 경신
했던 만큼, 기존의 행사와는 다른 차원의 준비
가 필요했다. 또한 참석대상을 배우자와 자녀
들로까지 확대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총동문
의 뜨거운 열의와 적극적인 후원으로 4백여 명

학생 국제 교류 지원을 위한 Auction 행사

운용본부장을 비롯하여 Goldman Sachs,

는 총 6개 부문의 시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SI

각 기별 대표들이 명예를 걸고 참가해 최후의

12월 15일 Equity Income Investment: Market
& Strategy (Tony Edwards, Alliance
(금)
Bernstein)

는“사회책임경영은 단순히 기업 이익을 사회
와 나누는‘지출’
이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 접근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

사랑의 줄잇기와 기아대책본부, 과학원 교회가

의 총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했던‘2006

공동 주관하고 제 6대 총학생회가 지원한‘사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송년의 밤’
은규

랑의 바자회 및 기금 마련 행사’
가 지난 12월

모와 프로그램 모두에서‘최고’
라는 이름을 더

18일(월)~19(화) 양일간 후생관 3층에서 열렸다.

욱 빛낼 수 있었다.

바자회장에서는 겨울 의류와 골프웨어, 잡화

특히 AIM 수료 이후 처음으로 동문행사에 참

등을 시중 가격의 30%~60% 저렴한 가격으로

석한다는 동문이 상당수였다는 사실이 KAIST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우한 소년소

최고경영자과정(AIM)의 2007년을 더욱 기대

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게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KAIST 경영대학인들의 마음을 모아 사랑을 전

Dynamic & Eternal EMBA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dieu 2006, Forever AIM!”
지난 12월 1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06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송년의
밤’
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다양하고 이
색적인 프로그램 중에서도“AIM 도전! 골든벨”
과“송년 콘서트”
는 가장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
어냈다.

EMBA전공에서는 가을학기 종강일인 12월 9
일 조선호텔에서 재학생 및 배우자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전

Sonnie Yi(Bain&Company 부사장), Tami

에 비밀 제비뽑기를 하여 지정된 마니또에게

Overby(AMCHAM 회장), 김효준(BMW

깜짝 선물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Korea 사장) 등 유명인사와의 파워 런치/워크

로 채워졌다.

샵이 눈길을 끌었으며, 행사 마무리에는 raffle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의 재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600여 만원의 기금은

특히‘가족사진 콘테스트’시간에는 다정한 잉
꼬부부의 모습, 자녀들의 재미있는 모습 등 여
러 사진들이 선보여 감동과 폭소의 한마당이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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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되었으며, 가장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사진의
주인공에게는 2007년‘황금 복돼지 해’
를 기념
하는‘복돼지 3종 세트’
가 증정됐다.
바비킴의‘Let me say good bye’
의 잔잔한
선율을 들으며 지난 1년을 함께 추억하는 것으
로 막을 내린 이날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1·2
년차 선후배 학생들 모두 함께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차고 풍성했다는 반응
이다.

중한 시간이었다”
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 1회 한국쏘시얼벤처대회

신한은행 Future Festival 2006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향후 동문활동에 대한

신한은행이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는

난 9월부터 실시했던 제안서 컴피티션 및 디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다. 지난 4월 창립한

자인 공모 대전인‘신한 Future Festival

AIC 총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점점 높아

2006’
이 지난 12월 11일(월) 시상식을 가졌다.

지고 동문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총 동문
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 것. 사회
자의 맛깔스런 진행 및 기별 장기자랑으로 즐

‘제 2회 KAIST EMBA 조찬세미나'에는 전

거운 시간을 보내며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했

GE코리아 회장을 역임한 CEO컨설팅그룹의

다. 변화와 혁신의 선도 주자로 나선 AIC 동문
들의 2007년 활약상도 기대해본다.

제안서 컴피티션 부문에서는 테크노MBA 1
년 차 김민희, 김지은, 한경균 학생의
‘Bonanza’
팀이 우수상을, 테크노MBA 1년
차 이도준, 제상원, 박성배 학생의‘구슬이 서
말’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라는 주제로 테크노MBA 2년 차 김봉석, 문성
환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능성을 함께 갖춘 벤
처를 선발하는 한국쏘시얼벤처대회(운영위원

의 출동으로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기쁨
‘미래의 CEO 양성과정’
AIC 제 11기 수료식이
지난 12월 19일 개최됐다. 사례 연구, 변화관리
실습, 컨설팅 세미나, 일본 선진기업 견학 등 4
개월간의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거쳐 마침
내 경영혁신보고서까지 완수한 수료생들은 어
느 날보다 당당하고 기쁜 모습이었다. 특히 보고
서 심사를 통해 선발 된 25명에게는 KAIST에
서 인정하는 사내 컨설턴트 자격패가 수여됐다.

을 나누었다.

한국증권업협회가 국내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

준결승전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준결승전을

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주제로 주

통과한 팀은 결승대회 진출 자격과 미국 샌프

열린 제 1회 SK텔레콤‘스포츠마케팅 논문 대

최한‘대학(원)생 대상 우수논문 현상 공모전’

란시스코 행 티켓을 얻게 된다. 결승대회는

상’
에서 테크노MBA 1년 차 김민희, 김지은,

에서 본교 재학생들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2007년 4월 미국 버클리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유진 학생의‘Cycling Hit’
팀이 프로야구

Human Consulting Group에서 개최한
경영공학 학부 전공 김현태, 손장한, 이윤주,

‘Case Competition 2006’
에서 테크노MBA

이은경 학생이‘2006 LG 글로벌 챌린저’
의

1년 차 류경남, 서유진, 손지동, 이주희 학생의

정보통신 분야에 참가하여‘e-Court: 사법체

‘TOPS’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안해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경영공학 석사 2년 차 이효섭, 황인
창(지도교수: 김동석) 팀과 금융MBA 2년 차
유진용, 정헌재 팀으로 각각‘시계열분석을 통

대상, 금상을 수상한 2팀은 상금 이외에 유럽

한 증권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와‘보험의 증

과 미국 등 해외 스포츠 선진구단 견학 특전이

권화: 對災害(대재해) 채권 도입을 통한 수익

주어졌다.

원 다변화’
를 주제로 수상했다.

제 4회 KAI 항공우주 논문상

예금보험공사,
제 5회 대학(원)생 우수논문 현상 공모전

본 행사는 휴먼컨설팅그룹에서 제시하는 인

지난 6월 초여름 시작된 교육과정이 어느덧 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조식 분야 사례(Case)에 대하여 문제해결

겨울 맹추위를 실감케 하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은「LG 글로벌 챌린저」
는

대안을 제시하는 제안서(Proposal)을 작성하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제5회 대학(원)생

동안 과정생들은 사례중심의 정규강의와 시험,

대학생들이 탐방 테마와 국가를 자율적으로

고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

우수논문 현상 공모전”
에서는 경영공학 석사

산업계의 동향 및 교양을 위한 특강, 현업 관련

선정해 세계 초우량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프

으며, 수상 팀에게는 상금과 상패 외에

2년 차 임상엽 학생이“규제유예기간과 도덕

로그램으로, 올해는 30개 팀 120명의 대학생

Research Analyst로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

적 해이를 고려한 예금보험료율의 결정모형”

들이 참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등 총 12

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란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까지 남다
른 열정과 도전으로 임하였다. 7개월간의 대장
정, 마침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입학인원 54
명 전원은 150여명의 동료와 가족들이 지켜보

력소였던 매주 화요일 수업이 없어 허전할 것 같

는 가운데 수료증을 받아들고 활짝 웃을 수 있

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접해 본 소

었다.

2006 Winter

주어졌다.

계와 선진 IT 기술의 융합’
이라는 주제로 최

식후 진행된 사은회에서 과정생들은“생활의 활

8

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활용한 비즈니스 수익모델 창출 등의 주제로

휴먼컨설팅그룹, Case Competition 2006

의 수료식에 이어 23일에는 글로벌전문가과정
자, 자녀뿐만 아니라 장모님, 삼촌 등 온 가족

민국 전략경영컨퍼런스 무료초청 등의 특전이

팬 확대 방안으로
‘감동야구, SK Wyverns’
를

지난 12월 2일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리더과정
의 수료식이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배우

재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함

스포츠 팬 확대 방안, 스타마케팅, 스포츠를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2007년 2월 영국 런던비

AIC 11기 수료식

여 및 2007 한국경영대학 인턴십 기회, 대한

즈니스스쿨에서 열릴‘글로벌쏘시얼벤처대회’

안해 3등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상으로 주어졌다.

Change & Innovation Leader,

일의 대학(원)생 항공우주 논문상으로 젊은 인

도준·제상원)이‘비영리 소비공동체를 구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
을제

2006 LG 글로벌 챌린저

협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

수상자에게는 KMAC 입사지원 시 가산점 부

메이트글로벌 대표, 테크노MBA 2006학번 이

(Global Leadership Program) 연수 기회가

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는 본 대회는 산업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진흥

과 라이프메이트글로벌 연합팀(김정일 라이프

우수상 수상 팀에게는 상금 외에 미국 GLP

례를 공부하면서 21C 변화지도자로서의 역할

200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

한국증권업협회,
대학(원)생 우수논문 현상 공모전

강연했다. 이날 EMBA 동문 및 학생들은 GE의

현대기아차 글로벌전문가과정 전원 수료

상을 수상했다.

제 1회 SK텔레콤 스포츠마케팅 논문 대상

장 곽수일 서울대 교수)에서 본교 칸(KAHN)

강한 조직문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열린 조직문화 구축과 경영혁신·통합 추진 사

‘2006 대한민국 경영전략 사례연구 공모전’
에
서‘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M&A 성공사례’

회’
에서는 동문 홈페이지 구축, 총동문 산행 등

한편, 지난 11월 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강석진 회장이 연사로 나서‘최고의 강한 기업,

재학생 대외 수상소식 이어져

한 주 앞서 지난 12일 개최된‘AIC 총동문 총

팀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일(목)에

테크노MBA 2년 차 추교진 학생이‘제 4회

수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열렸으며, 수상 팀에게는 입사자격과 인턴십

2006 대한민국 경영전략 사례연구 공모전

KAI 항공우주 논문상’
에서‘국내 저가항공 산

다.

등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개최한

업의 블루오션전략 수립’
이라는 주제로 우수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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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배순훈 부총장과의 만남

Global 경쟁력!
차별화 전략 & 창의적 인재 양성
1996년 국내 최초로 미국식 전일제 MBA 과정을 도입하고, 2003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 경영대학원 인
증기관인 AACSB의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KAIST 경영대학의 지난 11년 동안의 발자취에
는 항상‘국내 최초’
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동시에 국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경영대학에 머물 것이

차별화, 창의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노력도 설립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올 해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이후, KAIST 경영대학은 학교의 새로운 비전으로‘GLOBAL’
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국제화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의 글로벌화, 국제화를 총장님을 비롯 부총장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에 글로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글로벌화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
장이 글로벌화 되고 있고, WTA, FTA협상이 일어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글로벌화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 남
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외
국의 선진기술을 누가 먼저 도입하는 지가 큰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다릅니다. 글로벌 상황하에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앞으로 국제화 사회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크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해외취업, 해외프로젝트, 외국인 교수비율,

배순훈 부총장

외국인 학생 비율 등 MBA랭킹의 국제화 부문 평가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 MBA 출신들과 기업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봅
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KAIST만이 가진 경쟁력을 갖
추는 것입니다. 차별화(differentiation)가 바로 우리가 그려

이를 위해 졸업생과 각 기업들의 리더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려

야 할 큰 그림입니다. 하버드(Harvard)나 엠아이티(MIT)를

고 하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킹 하거나 포춘(Fortune)에서 선정하는 100위권, 50위
권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지 않습

글로벌 관련해서 큰 이슈중의 하나가 교환학생인데 다음 봄학기 교환학생 지원자

니다.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는 목표가 되는 학교와 비슷하게

들의 경우 나가는 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오는 교환학생들의 숫자

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학교를 뛰어 넘을 수는 없습니

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교환학생들을 유치하

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하고 독창적인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는 먼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인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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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필요성은 다

우선 우리학교가 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 경우에도 우리는 차별화된 무

양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런 차별화를 통해 KAIST 출신이

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 비즈니스에 더욱 특화해 한국적인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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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에 알려 이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허브가 될 수 있고, 될 것 입니다. 학생들도 이

는 이들이 KAIST만의 것을 배우기 위해 오게 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를

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쌓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는 부

통하여 KAIST가 MIT와 다르고 하버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국제화 현황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기

족합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세계에서 일등을 하려면 창의적인 생

지난 11년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KAIST 경

교환학생 프로그램(함영중, 테크노MBA 2004학번)

각이 필요합니다. 저도 미국의 유명 대학에 여러 해 있어 보았지만 그 학

영대학은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

Pepperdine University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직장에서의 경험과

교 학생들에 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결코 뒤떨어 진다고 생각하

해 왔다. 선진금융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KAIST에서의 학업을 통해 성장한 제 모습을 국제무대에서 검증을 받을

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는 일등이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좋은

위해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한 학기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구성된 Class와 실제

사람은 이미 월 스트리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창

미국 대학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Business에서 성공하고 있는 전문 Businessman이 Mentor로서 학생들

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Ohio State University,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되어있는 Practical한 수업들은 우

이 또한 외국기업들이 우리 KAIST를 잘 모르는 것인 문제입니다. 그러므

University of Maryland 이나 영국의 City University of

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단순한 강의 이상의 풍부한 경험의 장을 마

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KAIST 경영대학원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KAIST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

London(CASS)에서 정규 수업을 받도록 되어있다. 다른 대학원학

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홍콩에

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대우

생들의 경우 교환과정을 교류하고 있는 전 세계 총 31개의 유수 학

는 세계유수 금융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홍콩 금융허브를 중심으

조선소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부문에서 불모지였고

교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

USF 해외연수 프로그램(곽연미, 테크노MBA 2004학번)

로 KAIST를 알리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외취업을 위한 첫

배를 만드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모두들 일본을 못 쫓아 간다고

록 되어있다.

한 달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문화체험과 더불어 학교에서 배운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조선업계에서 세계 일등이고 일

우리학교의 경우 해외 취업비중이 매우 낮은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하
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본은 저만치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것

지식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업 외에도
■ Exchange Program 협력대학(’
06년 현재)

Palm Source, Cisco Systems, Microsoft, Sun Microsystems, Wells
Fargo 등 케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여러 회사를 방문해 아이디어를 공

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는 일등이 되었습니다. 그

대륙

학교수

주요 대학

런데 KAIST는 이미 훌륭한 학생들과 뛰어난 교수진 등 많은 것들을 가지

아메리카

5

Pepperdin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등

유할 수 있어 생생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 럽

14

ESCP(프랑스), Univ. of Mannheim(독일) 등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문성환, 테크노MBA 2005학번)

부총장님이 학교 발전을 위해 그리시고 계신 큰 그림에 학생들도 밑받침

아시아

9

홍콩 과기대, 대만정치대, 칭화대(중국)

RR Donnelly & Son’
s의 본사인 시카고에서 여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 되어야 잘 발전할 수 있을 텐데, 학생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

오세아니아

3

R.M.I.T(호주), Univ. of Otago (뉴질랜드) 등

우리 목표는 일등

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겠습니까? KAIST도 세계에서 일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적인 경험 뿐 아니라 인종 간의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모
습에서 Cross Culture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보다 많은

입니까?

KAIST 경영대학 식구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한 Global Immersion Program을 통하여 여름학기에는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인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미국 MBA 학생들과 교류하고 특

턴의 기회는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MBA를 졸업하고 회사로 돌아가 비

히 현지 MBA 학생들과 함께 케이스 스터디 및 프로젝트 경험을 쌓

즈니스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과 문화차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겨울학기에 행해지는‘북경’
,‘상하이’

한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인턴에 집중된

프로그램은 중국의 MBA학생들과 교류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시장 견학, 산업지역 견학, IT 지구

여름 인턴 기회를 해외로 시야를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비즈니
스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을 경험하고 국제감각과 실질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71년 한국과학원(KAIS)을 전신으로 시작한 서울 홍릉 캠퍼스에 1980

을 통해 테크노경영대학원 단일 체제에서 기존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비

년에 한국과학원의 경영과학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강

롯하여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이렇게 3개의 경영대학

의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 현재 MBA의 모태가 된 테크노경영대학원

원 체제로 변경하고 세계 일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를 시

이 홍릉 캠퍼스에 설치 되었다. 약 25년이라는 지난 기간 동안 서울 홍

도하고 있다. 국내 최고 경영대학원에서 아시아에서 수위를 다투는 학교

영어수업 수강을 의무로 정하고 정규 영어수업뿐만 아니라 여름, 겨

릉 캠퍼스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우수한

에서 세계로 명성을 떨치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상에 있는 것

울 계절학기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지속해서 배출해 왔다. 현재 홍릉 캠퍼스는 올해 초의 조직 개편

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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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외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국
제화에 필수적인 영어 능력 확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의 졸업 이수
요건을 Advanced Speaker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는

북경/상하이 프로그램(전인희, 테크노MBA 2004학번)
짧은 시간의 중국기행은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적인 이들의 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성
공적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화하는 중국사회를 그
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제대로 읽어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MBA를
하고 있는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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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에 대한 평가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AIST 경영대학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명문 MBA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AIST MBA는 FT 선정
“2006 Global MBA 100”
에서 아쉽게도 102위를 차지해 100위에 들지 못했다.
세계 FT MBA Survey 자료에 따르면, KAIST 경영대학의 경우 국제화 부문 경
쟁력이 다른 유수의 명문 MBA School들에 비해 낮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제화를 위한 당면 과제에 관한 질문에는‘외국인 교수 충원’
이

로 초빙하여 강의의 질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졸업생들의 해외로의 취업 비중도 관심을 가져야

38%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영어강의 보완’
과‘외국(교환)학생 유

CEIBS의 교육 내용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육 방식은 철저하

하겠다.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Mckinsey나 IBM, UBS

치’
가 21%,‘대외홍보 강화’
가 17%로 나타났다.

게 서구적이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재학

등 외국계 제조업체나 컨설팅, 금융계로도 취업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중 학생들의 국제경험도 높은 편에 속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 정도

아직 적고 국내 제조업체로의 취업률이 35%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진출

향후 세계 일류 경영대학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약간 높

이며 외국인 학생 1명과 중국인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중국 내 회사들을

분야를 다양화하고 외국기업 및 해외취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

다’
는 의견이 48%,‘매우 높다’
는 대답이 4%로, 52%가 긍정적인

컨설팅하는 Group Consultancy Project가 유명하다. 유럽 유수의 기업

각된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반해 44%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

인 미쉐린, 로레알 등과 산학 협동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할 것이다.

났다.
MBA 졸업생 업종별 취업현황

세계 일류 경영대학 도약 가능 요소와 저해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 아시아권 학교 비교

학교(전체 순위)

평균연봉($)

CEIBS(21)

135,562

연봉상승률 외국교수 외국학생 해외이동
(%)
(%)
(%)
(Rank)
154

64

19

99

홍콩 과기대(47)

74,363

85

90

89

34

싱가포르국립대(92)

69,236

85

45

94

5

KAIST MBA(102)

83,059

78

13

15

112

양쪽 질문에 모두‘인프라’
라고 답해, 현재 학교의 인프라가 우수하
지만 앞으로도 더욱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요소로 생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최초로 AACSB를 취득한 홍콩 과기대는 설립 초기 미국의
Anderson School of Business와 전략적 제휴로 현재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40%에 이르며
전 세계 20 여 나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진 역시 15개국에서 온

종합해 보면, 재학생들은 학교의 국제화 부분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인 견해가 많았으나, 일류 경영대학으로의 도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이는 학교의 발전 잠재력이 높고 국제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와 바램도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재학생들은 외국인 교수 충원과 외국(교환)학생 확보, 외국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KAIST 경영대학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 학교에 비해 외국

어 능력 향상 등을 국제화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인 학생 수, 외국인 교수 비율이‘현저하게’
낮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다.

시급함을 알 수 있고, 졸업 후 해외로의 이동 지표 또한 본교가 가장 낮아, 향후
우리 학교 졸업생의 진출분야가 국제 무대를 대상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

이제 아시아권 다른 경영대학들의 경우 이러한 과제들에 어떻게 대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처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인지 CEIBS와 홍콩 과기대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고, KAIST 경영대학의 향후 방향을 가늠해

학교 국제화에 대한 재학생 설문

홍콩 과기대: 글로벌 기업으로의 취직율 높아

국내

2004년

2005년

(명)
35

(명)
30

30

교류를 맺고 있고 본교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EIBS

(명)
40
35

25

30

25
20

25

20
15

20

15
15

10

10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국제적인 면모를 보인다. 전 세계 51개 경영대학과

외국계

2006년

10
5

5
0

5

0

컨설팅

금융 IT/통신 제조업 연구소/ 서비스
기관

기타

0

컨설팅

금융 IT/통신 제조업 연구소/ 서비스
기관

기타

컨설팅

금융 IT/통신 제조업 연구소/ 서비스
기관

기타

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졸업 후 외국인 학생의 다수
가 모국으로 돌아가고, 홍콩 및 중국 학생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취직율이
높아‘해외이동’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의 두 학교가 가지는 공통점은 학생 구성 비율이 매우 다양하고 외국인

끝맺는 말

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과 서구식 수업 진행 방식, 모든 수업의 영어 사용

KAIST 경영대학은 이제 국내 최초, 최고 경영대학을 넘어서 아시아 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교수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며

고, 세계 일류 경영대학을 목표로 지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변

외국인 교수 비중이 높고 졸업생들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동이 높다는

화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국제화’
이다.

점 역시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역이다. 그 무역에 중
심에는 우리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KAIST 경영대학은 그 글로벌

실제로 재학생들은 지난 11년간의 국제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의 젊음 MBA

몇 가지 시사점

CEIBS: 개교 목적 자체가 글로벌화!

먼저 같은 아시아 권에 있으면서 여러 제약을 넘어 FT 선정 세계 100위

이 44%,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26%로 부정적인 의견이 70%로 나타났으며 반

EU와 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유럽 기업의 중국 전문가 배양을

school에 드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CEIBS와 홍콩 과기대에 대한

대로 긍정적인 평가는 30%에 그쳐, 학생들은 학교의 국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위해 개설한 CEIBS는 개교 목적 자체가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KAIST 학생들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진의 70%가 하버드, 와튼, 컬럼비아 출신의 외국인으로 교수

중 외국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과 수업시간에 영어 사용 비중을

국제화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부분에서 많은 성

선발위가 매년 10회 정도 최우수교수를 뽑기 위해 해외로드쇼를 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

과를 거두었다는 의견이 73%로 가장 많았고,‘국제적 인지도’
와‘외국인 교수

칠 정도로 교수 임용에 심혈을 기울인다. 상근 교수를 30명 정도 최

는 IMBA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될 계획이고 다른 과정도 영어 수

현황’
,‘국제 교류’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화하고, 매년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100명 정도 특임교수형식으

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상당부분 보완이 될

일류 경영대학으로의 도약 가능성과 당면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국제화 정도’
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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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교는 지난 1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세계 일류 경영대학으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 교수 유치, 영어, 해외 취업률 등 극복
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장시간에 걸친 다각도의 전략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과제를 잘 헤쳐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세계 일류 경영대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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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

회계/재무
정보시스템 연구실
한인구 교수의
(지도교수: 한인구)
회계/재무
정보시스템 연구실
논문상과 IBM 우수논문상, 2006년 산업연구원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연구실의 중심, 한인구 교수

2005년 경영정보학회 Best Paper로 선정, 2005년 지능정보시스템 추계
학술대회에서 두 편의 우수 논문상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AFIS 연구실의 중심에는 학생들을 care하는 한인구 교수가 있다. AFIS
연구실을 Caring Lab이라고 부를 정도다. 송년회와 졸업생 환영회, 동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만큼 각자가 서로의 연구를 존중하고 시너지

워크샵과 같은 정기적인 행사에 선후배들이 함께 자리를 하며 선후배간

를 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MBA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우위를 다지고 있다. 한인구 교수는 MBA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교수님으

자신의 연구성과와 관심분야를 소개하며 시장의 트렌드에도 주목하고

로도 유명하다. 경영공학 학생들의 논문지도 뿐 아니라 MBA학생들의 취

있다.

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

Interview

한인구 교수

글: 황성원 기자

연구실의 분위기, 연구분야

보람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의 지능형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인공지능기법을 금융계에 보급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였

회계/재무 정보시스템 연구실은
3층에서 식당으로 가는 복도 끝 단에 회계/재무 정보시스템 연구실
(Account/Finance Information System: 이하 AFIS 연구실)이 있다.
사시사철 문고리에 걸려있는 크리스마스 양말이 인상적인 이 곳에서 현재
3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4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한인구 교수의 지도를 받
으며 생활하고 있다.

졸업생이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림대,

3연구실의 닉네임이 Caring Lab입니다. 저희 연구실 동문들의 모임

습니다. 1990년 초에 금융계에 생소했던 인공지능모형이 현재는 신

부산대, 전주대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석사, 박사,

의 이름은 CEO(Caring Each Other) Club입니다. 서로 돕고 아끼

용평가 등에 활발히 이용되는데 저의 연구실의 산학협동연구가 중요

MBA 졸업생들이 삼일회계법인, 딜로이트, IBM BCS 등의 컨설팅, 한국

며 함께 공부하는 것이 연구실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러한 산학협동연구 및 이론으로

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같은 신용평가기관, 미래에

는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경영분야에 응용해서 기업의 신용평가,

훈련된 졸업생들이 금융계 및 산업계에서 신용평가모형 개발의 리더

셋 증권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 삼성전자, POSCO 등의 제조

주가 예측 등의 문제를 푸는 회계/재무정보시스템 분야, 정보시스템

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논문상을 수

업체, SKT, KT등의 통신업체, 삼성 SDS, LG CNS와 같은 SI업체 등에

감사 및 보안 등이 전통적인 연구분야이며 최근에는 지식자산을 중

상하였고 박사졸업생 중 10 여명이 교수로서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

서 골고루 활동하고 있다.

심으로 한 지식경영, CRM 및 온라인 소비자행동 등으로 연구분야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이 산업계에서 성실히 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CEO Club에서 친목을 다지고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고

AFIS 연구실을 지도하는 한인구 교수는 1981년과 1990년에 각각 KAIST
산업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

자유로운 분위기속의 다양한 분야 연구실적

Champaig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3년부터 모교인 KAIST 경
영대학에 재직 중이다. 지금까지 해외저널에 5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

AFIS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크게 기술분야 연구(Technical Research)

하였다. 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와 행태분야 연구(Behavioral Research)로 나뉜다. 기술분야에서는 인공

직을 수행하였고, 현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현 한국경영학회 경영학 연

지능 및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부도예측, 신용평가, 금융사기 적발, 주

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편 LG Philips LCD 사외이사 등 학계와 산

가, 이자율, 환율 예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업계에서 다방면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을 토대로 고객행동 및 수요를 예측하는 CRM 관련 연구도 하고 있다. 행
위분야의 연구로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상에서 사용자의
행태연구,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의 고객 행태연구, 정보시스템 통제, 보

최다 교수 배출,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

안 및 감사의 연구도 하고 있다.

AFIS 연구실은 만 14년 동안 26명의 박사와 33명의 석사, 40명의 MBA

수상실적도 화려하다. 최근의 수상결과만 보면 2006년 경영정보학회 추

학생을 합하여 총 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계에서는 16명의 박사

계대회 IBM 최우수 논문상, 2006년 경영정보학회 춘계대회 IBM 최우수

연구실 홈페이지 : http://afis.kaist.ac.kr

16

2006 Winter

있습니다.
행사 및 관련 에피소드
훌륭한 researcher 필요조건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는 2~3일간 워크샵을 하면서 각자의 연구계
획을 발표하고 또한 친목을 다집니다. 이 때는 랩 동문들이 참여하기

자신이 좋아하고 또한 impact가 있을 주제를 선택해서 성실히 연구

도 합니다. 1998년에 여름워크샵 때 한탄강에서 전날 UDT대원이

하는 것입니다. KAIST에서 있었던 지난 십 수년의 경험으로 보면

실종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래프팅을 완수해서 팀워크를 다

결국 연구실에서 밤 늦게 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논문을 쓰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년 래프팅을 가고 겨울에는 스키를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탑니다.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사회 공헌도
학창 시절에 맘껏 실컷 공부하고 또한 좋은 친구 및 선후배들을 많이
한국신용정보의 NICE-AI, 동원증권의 지능형 주가지수예측모형,

사귀고 배려해 주고 평생 좋은 인연을 발전시켜 가기 바랍니다.

전화 : 02-958-3131(내선 3131,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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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경제대국 중국 체험, 중국 프로그램”

1월 11일 밤, 야간 열차를 이용하여 북경에서 심양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LG

연을 통해 CEO 레벨의 안목을 키우고, 그들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전자 심양공장, 심양 현지 시장을 방문하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상해로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비중을 둔다. 또한 미국 MBA 학생들과의 팀작

한다. 13일부터는 상해 포동지구, 상해 E-Mart 등을 방문하고 현지의 문화

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외국 학생들과의 케이스 스터디 및 프로젝트 경험을

이번 겨울 학기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하나는‘상하이 프로그램’
이고

를 체험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견학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곳에서는 상해증권

쌓게 한다. 이에 비해 북경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 견학, IT 지구 방문 등을

다른 하나는‘북경 프로그램’
이다. 두 프로그램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성격은 매

거래소, 교통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과 상해 GM과 같은 미국 기업을 방문하

통해 중국의 현재 모습을 몸소 느끼고, 중국 내의 한국, 중국 미국 공장 등

우 다르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이 중국 프로그램들

여 국제적 감각을 키운다. 그 후 가흥 한국 타이어, 소주 공업단지, 삼성 전

여러 기업의 공장 견학 등을 통해서 중국의 발달된 정도를 체험하게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다뤄 보고자 한다.

자 컴퓨터 공장, 하이니스 무석공장을 둘러보고, LG전자 남경공장 방문을

그 중점이 있다. 즉, 상하이 프로그램이 중국을 무대로 하여 학생들의 국제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적이고 CEO 적인 감각을 길러주는 데 그 초점이 있다면 북경 프로그램은

글: 황여진 기자

상하이 프로그램과 북경 프로그램은 둘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데 있어
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성격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다.
상하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4일을 머물고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 9일을
상하이

프로그램

상하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째에 들어섰다. 상하이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
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산업을 이끄는 기업체와 CEO의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비즈니스를 돌아본다. 둘째,

막으로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주식 시장 방문, Nu-skin 공장 방문 등의 일

머무르게 되는 반면 북경 프로그램은 15박 16일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정이 잡혀 있다. 또한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의 MBA 학생들과의

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도 다르다. 상하이 프로그램은 KAIST 학생 10

저녁 식사 일정이 잡혀 있어 이들과의 교류를 쌓을 수도 있다. 이렇게 2주일

여 명 정도와 USF MBA 학생 23명이 섞여서 생활하는 반면, 북경 프로그램

간의 공식적 프로그램은 끝이 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최

은 KAIST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또한, 상하이 프로그램은 시장 선두 기업의 CEO 및 매니저급 인사들의 강

중국 시장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중국에 진출한 여러 기업 및 시장을 눈
으로 보고 느끼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다르지만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데 큰 역
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인터뷰 중 베티정 교수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직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지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물론 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국제적인 MBA 학
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 적인 자세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각 산업의 매니저, 그리고 CEO급 인사들, 또한 미국 MBA 학생들과의 교류
를 통해 국제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
제적인 매니저들과의 팀 작업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쌓는

북 경

프로그램

Interview

Betty Chung(International Center Director)

것이다.
북경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북경, 심양, 상해, 남경을 방문하여 그곳에 진

Q. How did this program originally start?

Q. Why do you focus on China?

올해 상하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KAIST 학생 10명 가량,

출해 있는 여러 기업의 산업 현장을 견학하며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A. It started because we wanted to give the opportunities to

A. The main reason is because students’interests. Three or

USF(University of San Francisco) MBA 학생 23명으로 구성된다.

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국의 현재를 체험하며 과거에 대한 이해와 더불

students that were not company sponsored to explore other

four years ago, when we asked students what are they most

KAIST 학생들은 USF 학생들과 함께 섞여 4~5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고,

어 중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중국의

countries and interact with people internationally. Many of

interested in everyone said China. Second reason is the

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또는 중국 기업들 중 관심 있는 곳

각 지방을 돌며 그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 서구 기업의

the non-sponsored students cannot afford to go to the U.S.

world economy focus is moving to China. Third, it’
s regional

을 방문하고, CEO 또는 매니저급 기업 대표자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을 분

모습을 견학하고 구매, 생산, 물류, 유통, 마케팅, 금융 등의 넓은 분야에 걸

because it’
s 8 million won for a month. This program is less

and students can afford it.

석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 제출물은 5~7 페이지 정도의 핵심

쳐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게 된다.

than 2 million won and it’
s very cheap and affordable for

내용 정리물과 ppt 슬라이드로 교수뿐 아니라 기업에 그것을 직접 제출한다.
개인당 경비는 1,900만원 정도이며, 최종 제출물은 스스로 정한 작은 연구
1900만원 이라는 조금은 고가의 가격이지만 학교 Auction 행사에서 얻은

과제를 정리한 10~20매 가량의 보고서이다.

self-sponsored students. What is happened though is that

Q. Plan for the future?

the program became popular and many company sponsored

A. It would be good if we can visit different area in East Asia

students wanted those slots.

such as Vietnam, India, or Philippines to do the similar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concept but not in China. Vietnam I think is going to be very
세부 일정

A. Along with building network with high level people and

China to Vietnam and we are seeing that. In Philippines,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are more advantages you can

there’
s so much emphasis on 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

북지방(북경), 동북지방(심양), 화동지방(상해, 남경)을 두루 방문한다.

get from this program. This program is like a simulation of

because in these regions they are very poor so they are

real business internationally and they can develop their

working in partnership with companies and government to

people skill with non-Koreans. I think KAIST students don’
t

help with this social issue, poverty, lack of employment and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non-Koreans. This

low GDP. And that’
s a big focus in terms of a management

program will help students to make their confidence level,

education issue that the MBA schools are focusing on vs.

comfort level, and ability to be able to interact with non-

Korea. For our students not only to be confident financially

Koreans even higher. Some multinational companies don’
t

but also to be responsible citizens and obviously to

want to hire Koreans because they don’
t have key interface

understand what goes on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
s

with people. KAIST student need to develop this skill.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have people think about.

11일까지는 이곳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12일부터 15일까지는 베
이징에서, 그리고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하이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1월 6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한 학생들은 처음 이틀 동안 만리장성,
자금성 등을 둘러보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그리

서울캠퍼스에 있는 동안은 한국 McKinsey 대표 이사, 한국 씨티 은행

고 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및 기업 방문을 시작한다. 북경에서 방문하

CEO, 한국 외환 은행 CEO의 강연이 있고 이들과의 비공식적인 식사를 통

는 곳은 KOTRA 북경 무역관,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하여 북경 현대

해 네트웍을 쌓는다. 또한 GM 대우, Nexon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진다. 베

차나 현대 모비스 등의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공장, 상해 IT 단지, 삼성과

이징에서는 중국 기업 Cernet 방문, SKT 베이징 지사 방문을 비롯하여

LG의 중국 법인 등이며, 칭화대학 MBA 학생들과의 만찬을 통해 국제적 교

Great Wall을 하루 종일 여행하는 일정도 있어 관광을 겸할 수 있다. 마지

류를 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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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Winter

interesting because manufacturing is going to shift from

북경 프로그램은 1월 6일(토)부터 21일(일) 까지 15박 16일 동안 진행되며 화

세부 일정
상하이 프로그램은 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1월 8일부터

Q. What can students get from this program?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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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THAMMASAT ASIA MOOT CORP 2007

강정은, 테크노MBA 2005

Asia’
s longest established regional business plan competition

2005년 겨울, 낯설기만 했던 이 벤처 플랜 경진대회에 나는 뜻을 같이한 팀원들과 함께 덜컥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어떤 아이템으로 출전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brainstorming 끝에 온
라인 상의 rental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최종 출전 통보를 받
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고생은 그 때부터 시작이었다. 대회 측에서 요구하는 상세 사업계획서, 대

지난 11월 30일. KAIST 경영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THAMMASAT ASIA MOOT CORP(TUAMC)’

회기간 동안 설치해 둘 부스, 사업내용을 60초 동안 간략히 설명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그리

참가 신청이 마감되었다.‘아시아 지역 벤처 경진 대회인 TUAMC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학교에

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탑 비즈니스 스쿨에만 부여되는데 본교도 그 중의 하나이다. TUAMC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Global Moot Corp’
에도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본 대회 참가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
인지 그 역사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해 참가자의 경험담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상세 사업 계획서는 내용은 둘째 치고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었다. 다행히도 팀원 가운데 한 명의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국제협력센터 교수
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업계획서를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대회 기간 중 설치할 부스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팀원들 모두 디자인 측면으로는 이렇다 할 소질이 없는지라 외부 프리랜서에게

글: 황여진 기자

outsourcing 하여 각종 부착물과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였다. 허락된 시간이 짧은 만큼 어려운 엘리
베이터 스피치. 60초 안에 어떻게 투자자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역시 대중 앞에서 완
벽한 영어를 구사하여 발표해야 하는 것인지라 영어 실력이 뛰어난 팀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프리젠

What is Asia Moot Corp?

테이션은 팀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지라 별 수 없이 파트를 나누어 각자 암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여 참석한 본 대회는 더욱 힘든 과정이었다. 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참석한

‘THAMMASAT ASIA MOOT CORP’
는 아시아 지역 내 최고의 비즈니스 플랜 대회이다. 그 목적은 아시아 지역 내
유수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육 받고 있는 미래 리더들의 기업가 정신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이 대회는
1998년 중국의 홍콩 대학교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고, 그 후 2002~2004 대회는 하와이 대학에서, 2005~2006 대회
는 방콕에서 열렸다. 중국, 홍콩, 인도, 한국, 싱가폴, 타이완, 태국 등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학생
들로 이루어진 약 20여 개의 팀이 여기서 경쟁하게 된다.

다른 팀들의 수준은 단순한 플랜 수준이 아니라, 자금만 허락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
였다. 사업 아이템들도 태국의 새우잡이 어업에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수질오염
물질을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기술, 싱가폴의 교통 사정을 반영하여 개발한 렌터카 서비스 등
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탄탄히 다져져 있었다. 또
한 이 대회에 여러 번 참석한 내력이 있는 만큼 부스 설치나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있어서도 프로 수준
이었다.

20여 개의 참여 팀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2007년 3월 21일에 1차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의 목적은 투자
자들에게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투자자 역할을

결과적으로 우리 팀은 수상은 하지 못했고 마음 한 구석이 다소 쓰리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하는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그룹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두 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3월 22일, 각 그룹에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세계적인 경쟁’
의 실감이었다. 번뜩이는 아이디

준결승에 올라간 두 팀들은 최종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중 한 팀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각 그룹으로부터

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세계의 우수인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한 팀의 우승자, 총 4팀의 우승자가 선정된다. 최종 우승 4팀은 THB 500,000의 상금과 함께 THAMMASAT ASIA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영어의 중요성’
이다. 세계 무대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MOOT CORP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또한 5월에 텍사스 대학에서 열리는 Global MOOT

영어가 커다란 무기가 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가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에 참여할

CORP competition에 참가할 자격도 부여 받게 된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What is Moot Corp?
MOOT CORP 대회의 발단은 1984년 미국 오스틴 지역에 있는 텍사스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였다. 1992년 global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보다 global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유

2007 대회 세부 일정
날짜

세부 내용

날짜

2007. 3. 20

Thammasat 아시아 기업가 포럼 참석
New Venture Showcase
(팀별 부스에서 아이디어 소개하는 기회)
60 Second Elevator Pitch
(60초 동안 투자자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들
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 어필하는 기회)

2007. 1. 15

Opening Presentation Round
Semi-Final Presentation Round

2007. 1. 26

Challenge Presentation Round
(패자부활전)
TUAMC 2007 Final Presentation Round
and Awards Dinner

2006. 11. 30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

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대회가 따로 열리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의 우승자들은 자동적으로
텍사스에서 열리는 Global Moot Corp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 받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1998년부터 이다.
이 대회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간 벤처 대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Business week지는 이 대

2007. 1. 15 팀별 벤처 계획 요약본 제출

2007. 1. 26

최종 본선 참가팀 선정
(본선 참가팀은 항공권 및 3일간의 숙식 제공)

회를“비즈니스 플랜 대회의 슈퍼 볼”
이라고, 또한 Success Magazine 은“모든 비즈니스 플랜 대회의 모태”
라고 일
컬을 정도이다. 매해 5월,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세계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전한 학생들이 US
$100,000와 Global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Global Moot Corp의 우승자는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벤처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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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Moot corp 2007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asiamootcorp.org/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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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Game 2006

골프동호회(KGA)

“KAIST 투자의 귀재를 찾아라”
2006 모의 투자게임이 총 상금 80만원을 놓고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열렸다. 이 행사에는

지난 10월 13일 포천 소재 아도니스CC 퍼블릭 코스에서 KAIST 경영대학 최다 회원 보유 동아리인 골프

KAIST 경영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34개팀, 총 39명이 참여해 서로의 투자전략을 견주었고 정재일 학생(텔레콤

동호회 회원들의‘춘계 골프 대회’
가 열렸다. 경영대학 특성상 비즈니스 관련 동아리가 많은데, 이들 동아

MBA 2005)이 13.93%의 수익률로 우승을 차지했고, 정석종(텔레콤MBA 2006), 김창필(텔레콤MBA 2005)

리 중 이색 동호회라 할 수 있는‘골프동아리’
의 소개와 이날 새로 임원으로 선출된 류호용 회장(테크노

학생 팀이 2위를, 스위스에서 온 Thomas Zuettel 학생이 3위를 차지했다.

MBA 2006)과 차민석 총무(테크노 MBA 2006)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투자 게임은 네덜란드 The University of Groningen 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Jorrit Koop학생이 제안해
김동석 교수(금융전문대학원)와 김보원 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의 지원으로 시작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제안자
글: 최원석 기자

“골프를 통해 CEO의 자질을 배우고 경영을 공부한다”

인 Jorrit과 우승한 텔레콤MBA 2005학번 정재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동아리 프로필]
동아리 설립 : 2001년 11월
정식 회원수 : 88명(’
06년 기준)
시 설 현 황 : 1호관 지하 위치, 5개 타석 및 퍼팅 연습기
레 슨 담 당 : 송미영 KLPGA 소속 프로, 이안재 티칭 프로

글: 최원석 기자

게임을 제안하게 된 계기

게임의 목적과 진행 방법

I had the idea of setting this up when I heard about similar

The goal is to earn a higher return on investments than your

competitions held online on my home university in The

competitors by trading stocks and derivatives virtually, online, on

Netherlands. I thought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to see if

the Korea Stock Exchange. To do this, the participants each got

something like this could be done in Korea as well. Actually, at

an amount of seed money of \2,000,000,000, half can be invested

류호용 회장: KAIST 골프동호회는 2001년 11월에 경영대학내에 골프애호가들의 친목도모와 실력향상을

KAIST, many resources were already available: much technical

in the derivatives market and half in the stock market. Of course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연회원 80여명으로 경영대학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knowledge, a trading room, much goodwill at both the professors

there are also some rules the participants have to comply with,

KAIST 경영대학 학생 중 골프를 즐기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and students. It was only a matter of bringing them together.

such as a limited amount of option and futures positions. These

그리고 봄/가을에는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친목 도모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이뤄

Furthermore, a course called‘securities analysis and trading’

are mainly implemented to prevent them from playing a so-called

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내 실내 연습장을 이용하여 월/수/금요일에는 송미영 프로(KLPGA)와 이안

was just starting when I had this idea, so I went to Professor

‘gambling game’
: just start with taking extremely risky positions

재 티칭 프로의 레슨이 진행되고, 화/목요일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

Tong-Suk Kim to ask him what was possible. We discussed a bit

(with high possible payoffs) and either win or lose much money.

and he gave me the advice the advice to focus mainly on non-

If this last thing happens, participants tend to lose their interest

financial MBA students.

in the game. We wanted to prevent this behavior. If you own
KRW 2 billion in the real world, you wouldn’
t just start taking

게임이 열리게 된 과정
Now that I think about it, I could even have approached a bank
like KEB, Woori or a broker from Yeouido to sponsor the price
money.

extremely risky positions either, would you?
우승자 소감 (정재일, 텔레콤MBA 2005)

KAIST 골프동호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에도 수시로 강사진과 함께 필드 레슨을 진행하여 회원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골프동호회는 경영대학 최대 회원을 보유한 동호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민석 총무: 다른 운동들과는 달리 골프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만 동반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
니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골프는 동반자로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골프
는‘자기관리’
와‘에티켓’
을 중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인격수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
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동석교수님의 <증권분석과거래>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모의투자
를 했었는데, 그 때의 경험(학교 trading system에 대한 이해)이 많은 도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차민석 총무: 월/수/금요일에는 레슨이 이뤄지고, 화/목요일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Lee. He is the man with all the technical knowledge about

우승 전략은 평소에 관심 있는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로 과감하게 집중 투

있는데, 보통 학기초에는 레슨 희망자들이 많아 실내연습장의 수용 한계를 초과해 월 최대 70여명 밖에 레

running trading systems and software that are VTS2.0 Stockone

자한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4주간인 대회기간을 고려해서 15%정도의

슨을 제공할 수 없어 희망자 전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f KAIST, and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launch

수익률이면 등수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하긴 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

it without him. He and Ms. Mi-Sun Kang(the operator of the

고, 기대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면 마지막 주에는 옵션거래를 위주로

새로운 회장으로서 동호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trading room) correct all the mistakes the trading system still has

trading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류호용 회장: 봄/가을 정기 대회를 지속 진행하고 학교 인근에 골프 동호회와 교류하고 월 1회 정도 친선경

유수의 외국 MBA 학교는 상당한 규모의 자체 펀드를 운영하고 발생된 수

기를 갖고자 준비 중입니다. 또한 실내연습장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송미영 프로, 이안재 프로와 함께 야외

익은 학교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회

연습장에서도 레슨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골프를 동해 인맥도 넓히고

가 초석이 되어 우리 KAIST도 fund가 결성되어 학교 발전에 쓰이면 좋

예비 경영자로서 여러 자질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새로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실 신입회원들이 빨리 적응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But When I asked, Professor Dong-Suk Kim also brought me into
contact with the administrator and TA of his course: Hyo-Seob

and they helped me a lot in the registration period.
Also, special thanks to Professor Kim Bo-Won who made sure
the price money was provided and the Techno-MBA office, which
helped me with promotion and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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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의 축제

가을 동문 가족 행사

“모든 것을 잊어라, 오늘은 노는 날이다!”

동문 가족과 함께 나눈 홍릉의 가을

11월 2일(목) 오후, 학생회장(테크노MBA 1년 차, 류경남)의 힘찬 개회 선포와 함께 가을 축제의 막이

가을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홍릉. 노랗게 물든 은행잎 사이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던 토요일, KAIST

올랐다. 오프닝 행사인 경희대학교 응원단의 신나는 공연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원형

경영대학 가을 동문 가족 행사가 교내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년의‘홍릉 단풍길 걷기’행사에서

광장 한 켠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던 치킨 바비큐와 시원한 생맥주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교내 단풍 가족사진 컨테스트로 컨셉을 바꾸어 진행되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방문한 동문

한 몫 했다.

들은 가을빛으로 물든 교정을 산책하며 사진을 찍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글: 임나라 기자

글: 임나라 기자

1부
‘어울림 마당’
의‘한마당 게임’
에서는 교내 재담가로 소문난 박대성

아냈고, 그 밖에 댄스, 발라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학생들의 무

아트리움에서 이국진(경영과학 9기) 동문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점심

오전 동안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영화 관람 후 슬라이드 쇼로 상영하

(테크노MBA 1년 차), 현기암(텔레콤MBA 1년차) 학생이 사회를 맡아

대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가요제에 이은 가수 김장훈 공연은 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교내 보컬 밴드인 Juke Box의 축하 공연으로 경

자 동문 가족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흐뭇한 순간이었다. 이

남/여 팔씨름 대회, 맥주 마시기 대회, 스피드 게임 등을 진행했다. 남

마디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발전기금을 후원할만큼 경영대학 축제에

쾌한 리듬의‘Hey hey hey’
와 서병주 총무(경영과학 14기) 자녀의 찬

번 행사는 푸짐한 상품으로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MP3 player,

녀, 전공 불문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게임에 참가해 즐거움을 선사했

애정을 보인 김장훈은 무려 한 시간 반 이상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열

조 공연도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body shop shower set 등을 경품으로 준비되었고 참가상으로 영화

고, 특히 교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

렬한 호응을 얻었다.

냈다. 같은 시간, 아트리움에서는 탁구 경기가, 야외 코트에서는 교내
테니스 동아리‘텍텐’
이 주관한 테니스 경기가 펼쳐졌고, 교내 곳곳
에서‘카트라이더’대회와 영화상영이 함께 진행돼 학생들은 각자 입
맛에 맞게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경품추첨으로 야외 행사를 종료한 후, 마지막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
여 축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와인파티가 아트리움에 준비되었다. 성
공적인 축제를 자축하며 학생회장이 축배 제의를 했고, 한민희 교수
의 멋들어진 피아노 연주로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또한 SUPEX 경영관 입구에는 교내 동아리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 동안 공식적으로 동아리를 알
릴 기회가 없었던 동아리들에게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마음에 드는
동아리의 홍보 부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인기 투표를 한 결과,
회원들의 사진으로 연중 행사들을 소개한 테니스 동아리‘텍텐’
이1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경영대학원의 풍경이나 인물을 주제로 한 사
진전은 주변의 친숙한 얼굴들과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
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담긴 사진이 출품되어 인기를 끌었다. 무기명
으로 전시된 사진들은 인기 투표를 통해 시상하였고, 축제 이후 일주
일 간 전시가 계속되어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였다.

내용에 맞추어 이국진 대표가 협찬한 강아지 인형과 충전기 없이 핸드
점심 식사 후 원형광장 과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보물찾기는 가족들에

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USB Strap을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랜만에 어린 아이처럼 들떠 숨겨

최다 참여 기수에게도 상이 주어졌는데 테크노 2002학번, 2004학번

진 보물을 찾는 동문들의 얼굴에는 절로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 동수 참여하였으나, 졸업 후 오래된 기수에게 부가점수를 주어 테
크노 2002학번에게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동문 가족이 모두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총 동문회장(매지넷 대표,

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이국진)이 영화“마음이..”
를 협찬해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되었는데,

행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이 순조로웠던 것은 누구보다 재학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축제를 참관한 외부인사들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마음이..”
는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오누이의 이야기이며, 동

생 도우미들의 공로가 컸다. 동문 가족의 살아있는 표정을 잡은 스냅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기존의 형식을 벗어 던진 이

생을 위해 훔쳐 온 강아지,‘마음이’
의 만남과 이별, 가슴 찡한 재회를

샷 촬영, 슬라이드 쇼 제작, 포토존 안내와 접수 등 모든 과정에 적극

번 축제는 KAIST 경영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된 자리로, 새로운

그린 영화이다. 영화 상영을 위해 영사기와 팝콘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적으로 도움을 준 도우미들의 모습이, 모교를 찾은 선배들에게 매우

화합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치 극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한 감동을 선사했다.

인상적으로 남았다.
봄 동문행사는 10주년, 20주년 기념 기수의 홈커밍데이로, 가을 동문
행사는 동문 가족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동문들이
행사에 참석해 즐거움을 나누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2부
열정의 마당’
은 2006 대학가요제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던‘뮤즈그레
인’
이 축하 공연을 펼쳐 시작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과감한 의상으로
변신한 학생들이 보여준 화려한 재즈댄스 역시 원형광장에 모인 학생
과 교직원, 외부인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가요제는 학생들의 끼와 열정에 감탄이 절
로 나왔다. 텔레콤MBA 1년 차들이 준비한 마빡이 공연은 폭소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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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탐방

가을동문 가족행사
경영인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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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고,
인간적인 모습의 CEO

글: 황성원 기자

수업시간‘땡땡이’친 것이 기억에 남아
고위 경영자 과정 중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주)빙그레

정수용 대표이사

갈등상황이란 상대방에 대한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합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시대의 트렌드를 읽자는 명목으로 강의 중에

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DDR’
(Dance Dance Revolution,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게임)을 했던 것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

도 참신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종강하기 바로 전
래 같이 놀러 간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속칭‘땡땡이’
를 친 거죠.

히도츠바시대학원 경제학 석, 박사 수료(1990)
現 (주)빙그레 대표이사 사장
現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회장

환에 좋더군요.

교의 고위 경영자 과정을 다녀봤지만 KAIST에서 만큼은 실제적인 것을 배울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1976)
KAIST 제 12기 최고경영자과정(AIM)

스케이트장에서 직원들과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35년 만에 탄 건데, 기분전

저는 2000년 고위 경영자 과정 12기였습니다. 서울대나 성균관대 등 여러 학

주에 비고 심사 때문에 수업이 없었는데, 수강생들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몰
| 프로필 |

만남의 자리 마련)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에는 대구에 있는 우방랜드 실내

어떠한 경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 필요합니다.
현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환경부 관련 협회인데, 재활용 의무 생산자
의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는 화장품, 제

합동통신(구 연합통신) 기자셨고 산업연구원에서 일하신 다소 독특한 경

약, 식품업계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용기의 수거, 소각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

력이 있으신데, (주)빙그레에서 하게 된 일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울대 경제학과)을 졸업하고 기자 일을 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자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도 12.12. 사태가 난 뒤, 국
가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산업자원부 산
하 산업연구원(KIET)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 동경사무소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일본 히도츠바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
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말에는 골프나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합니다만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은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KAIST 경영대학에 전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단일 음료로 누적개수 25억여 개가 팔린 것은 무엇일까? 편의점에서 판매 순

이후 92년에 임원으로 (주)빙그레에 입사했습니다. 임원에게 필요한 능력은

첨단산업 쪽 경영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무엇일까? 두 물음에 답은 모두 (주)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이

판단력과 균형감각입니다. 기자, 연구원으로 일을 했던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임원이나 CEO가 되기 위해서는 공학을 전공한 후에 MBA경력을 쌓는 것이

다. 본지에서는 현재 (주)빙그레를 이끌고 있는 정수용 대표이사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고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실

다. 정수용 대표는 92년부터 (주)빙그레에 합류하였으며, 2000년 KAIST 최고경영자

생각합니다.

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KAIST는 임원이나 CEO를 키우기 위한 적

과정(12기)을 수료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수용 대표의 인간적인 면과 젊은 사고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CEO의 역할에 대한 정수용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요?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합한 모델입니다. 또한, 학부 때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도 경영대학원을
들어와서 KAIST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EO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식구들과 공유하고 실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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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견기업 CEO로서의 역할을 하나

또 하고 싶은 말은 외부에서 KAIST를 보는 인식은 학생들은 뛰어나지만 사

더하자면, CEO가 항상 직원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이

달에 한번 있는‘CEO와의 데이트’
(한 달에 한번씩 전국에 있는 직원들과의

런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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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 비서관에서
이제는 지속가능 경영계의 프론티어

글: 최원석 기자

이색경력의 소유자인 박재흠 동문의 자기 소개
저는 대학 졸업 후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으로 2년 정도 일하다 MBA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에 진학하였습니다. MBA 졸업 후에는 기업전략컨설팅 회사를 거쳐 현재
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박재흠 동문
| 프로필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경영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작년 5월 산업계의 뜻을 모아 설
립한 지속가능경영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저는 對 기업서비스 발굴 및 기
업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 등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하는 등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가능경영이 아직 도입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Good to Great)”
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우
리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데 힘쓰고 싶으며, 기회가 된다면 지속가
능경영과 기업성과와의 관계규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KAIST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어떠한 계기로 KAIST MBA 과정에 진학하셨고 학창 시절을 통해 어떠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중 하나는‘이해관계자 관리’
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 것들을 얻으셨는지요?

현재 우리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와 균형
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een MBA 졸업(2004)

공대를 졸업한 저로서는 과거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서 경영학에 대한 이

現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선임연구원

해 부족을 느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KAIST MBA과정에 진학하여 경영 지식의 습득(習得)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학우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바쁜 현실속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
고 현재를 음미하며 미래를 관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사시는 동
문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 틀을 정립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Green
MBA과정에서 익힌 기업에게 환경은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

의 경쟁요인(competitive advantage)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일깨워
‘지속가능경영원’
은 기업의

준 안병훈, 이승규 교수님의 가르침은 졸업생들에게 교리와도 같이 각인

지속가능경영 정착에 기여하

되어 이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

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각합니다.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지난 10월 포춘지에서는 유럽의 통신기업인 Vodafone을 사회책임경영 최우수 기업으
로 선정했고, 얼마 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빈민들을 위한 무보증 소액 창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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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는 무엇입니까?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출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에

이제 모든 기업에 있어 지속가능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

대한 문제들, 윤리적, 법률적, 경제적인 책임 문제들이 부각되고 국제표준 제정이 논의

니다. 미국의 Enron과 WorldCom등 잇따른 회계 부정에 기인하여 기업

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회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Sarbanes & Oxley 법의 제정처럼 세계 각국에

는 기업들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지만 각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이제 사회는 기업에게

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규 및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

문기관이다. 회원사는 KT,

소외된 사회 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

다. 많은 선진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

POSCO, ㈜두산, CJ(주), 현대자동차, SK㈜, HSBC은행, 금호건설, 롯데

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늘리

간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건설 등이며 주요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이해관계자 파트

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책임 경영 분야의 프론

근거하여 우수한 기업, 즉 지속가능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

너십 정립, 정책 개발 및 이행 과정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대외 홍보 및 협

티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2002학번의 박재흠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Responsible Investment)의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조원에 육

력기반 확립 등이다.

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뜻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bisd.or.kr

모아 설립한 지속가능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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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탐방

한국 펀드 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이경민 기자

PCA 투자신탁운용(주)

박건엽 동문

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처를 발굴하여 투자자에게 신상품을 제공해 주

현재 많은 KAIST 졸업생들이 국내 은행, 증권사 및 투신사의 상품개발

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안투자펀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담당자나 파생상품 데스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습니다. 그 첫째로, 구조화상품은 선물 및 옵션 등과 같은 장내 파생상품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나 ELS나 ELW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의 니즈

모두 파생상품 분야에서는 최고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needs)에 맞는 수익/위험 구조를 설계/운용하는 파생상품펀드입니다. 둘

KAIST 졸업생들의 수리적/공학적 분야에 대한 탁월한 우수성이 널리 알

째로, 시스템 트레이딩 펀드는 금융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려져, 졸업생들을 스카우트하려는 금융기관들의 경쟁들도 치열합니다.

트래이딩 룰에 따라 매매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 지도

따라서, 금융분야에서는 KAIST 졸업생의 수요는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됩

록 설계되어 차익거래 등을 수행하는 절대수익추구형펀드와 인덱스펀드

니다.

등과 같은 소극적 투자(passive funds)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REITs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원유, 금, 은, 비철금속 및 곡류 등에 직
접투자하는 실물펀드, 그리고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가

| 프로필 |

대안투자펀드에 속합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박사(2005)
現 PCA 투자신탁운용(주) 대안투자(Alternative Investment) 팀장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과 간접 투자 시장은 초기 단계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간접 투자 시장에서 대안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PCA 투신
운용의 박건엽 동문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한국의 간접 투자 시장,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의 흐름을 들어보았다.

는 단점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쪽으로 편협된 지식은
나무만 볼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숲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할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학사(1995)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석사(1997)

하지만,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KAIST 졸업생이 지니

현재 대안투자펀드 규모는 파생상품펀드가 약 18조원, 부동산펀드가 3조
7천억 원, 해외재간접 펀드가 7조 2천억 등으로 약 30조원 수준으로 성장

것입니다.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학습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
야로도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했습니다. 대안투자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3년밖에 되지 않

또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자기만의 논리”
가 바탕에 있

았다는 점과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이는 놀라

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은 아주 작은 뉴스에도 쉽게 급변하는 역동적인 시

운 성장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입니다. 따라서 시류에 따라 흔들리기 쉽고 어설픈 지식이나 논리의 부
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

파생상품시장만을 좀 더 살펴보면, 한국의 파생상품시장은 주가지수 선

면 이는 더 이상 올바른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금융시

물이 국내에 처음 상장된 1995년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 지수옵션

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한 두 번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맛 볼 수 있으나 결

거래량 세계 1위, 지수선물거래량 세계 5위, ELW 거래량 세계 4위 등의

코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논리의

펀드 매니저로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간접투자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자본증식방식이라는 것에 대해 소액개인

놀라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처음 상장된

잣대만이 금융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

ELW 시장 규모는 수십 배가 커져 주식시장 거래대금 대비 약 12% 수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은 기본이론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해

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전

에 달하며 코스닥 시장 규모를 뛰어 넘었습니다. 여기에 주가연계증권

결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간접투자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68년 제정된‘자본시장 육

문화된 펀드매니저의 운용, 운용과 수탁의 분리, 시가평가 제도의 도입,

(ELS)은 4년 만에 총 발행 규모 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ELS는 2003년

한국에서 간접투자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68년 제정된‘자본시장 육

운용의 투명성 확보, 각종 제도의 정비, 일반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펀드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국내에 첫 소개된 신종 유가증권(Structured

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입니다. 이후

운용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간접투자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운

Products)으로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해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수익

장래 커리어 플랜 또는 금융 시장에서 꼭 해보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시

증권파동, IMF 사태, 부실채권 처리문제, 시가평가제도도입 등 수 많은

용회사 및 판매사, 그리고 감독당국 공동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환된 ELS의 수익률은 평균 11%을 넘는 것

다면 …

애환과 역동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간접투자시장은 오늘과 같은 새로운

한 것이었습니다.

으로 볼 때 ELS의 꾸준한 발행 수요가 존재할 것이며, 올해에만 20조원

도약의 단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

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늘어난 주식형 수익증권 규모와

언젠가는 대학에서 금융인재를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KAIST에서 10년

립식펀드의 열풍과 변액보험(VUL) 및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국내에서

국내 간접투자가 약 250조원에 달하는 시장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맞먹는 것입니다. ELS의 성장세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확대와 간접투

여 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실제로 실무를 접하면서 크게

간접투자문화가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라의 간접 투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정착으로 최소한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된 건 KAIST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이었습

국가별 국내총생산(GDP)대비 펀드 수탁고 비중은 한국이 29.9%를 보여

니다. KAIST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론적/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펀드시장규

미국(77.9%), 영국(33.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즉,

모는 주식형펀드가 약 5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채권형펀드와 MMF가

간접 투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다른 선진국 대비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각각 52조원, 59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펀드수탁잔고가 242조원에 이른

또한 산업은행은 연금상품의 발달, 본격적인 퇴직연금과 자본시장통합법

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규모에 비해 17.33%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등이 시행될 경우 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2020년까지는 약 1,900조원 규

2006년에 들어서면서 77%의 고성장을 이룬 주식형펀드 수탁고의 가파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투자 문

대안투자의 영역은 금융공학이나 경영공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수리계산

른 성장세는 이전까지 국내 펀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채권형펀드나

화가 확산되는 단계이며, 앞으로 펀드 수탁고 증가세는 아주 빠르게 진행

및 통계,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KAIST 출신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이처럼 이론적 지식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접목될 수 있는지

MMF 중심의‘예금’성격의 보수적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한 금융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조화 상품은 금융공학적 기법

에 대한 실무경험을 살린 강의가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과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자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이 발전할

미의‘투자’
라는 적극적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문화가 변하고 있음을 보

무적 측면을 다 발전 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저에게 해외 어떤 MBA보다
금융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도 더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경험도 없는 제가 학교
졸업 후에 금융 전문가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풍부한 프로젝
트 수행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국내의 펀드시장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주식형펀드의 성장세에 버금

분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풍부

수 있고 국내 금융인재들이 해외 금융기관과 맞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투자방식보다는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 획득과 분

가는 모습을 보이는 대안투자상품입니다. 대안투자는 순수주식형상품과

한 금융공학 지식과 통계 분석 능력 및 프로그래밍 능력을 겸비하지 않고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자를 위한 강의와

석능력을 지닌 펀드매니저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순수채권형상품,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인 주식혼합형상품 및 채권혼합형

서는 전문가로써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술 활동도 가능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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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NEWS

알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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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1

사진으로보는2006 발전기금

1월 10일(수)

금융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1월 12일(금) ~ 14일(일)

AIM 25기 졸업연수

1월 13일(토)

KAIST 총동문 신년하례회

1월 18일(목) ~ 20일(토)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월 22일(월) ~ 26일(금)

KFMP 해외 워크숍

1월 25일(수)

AIM 25기 수료식

1월 24일(수) ~ 26일(금)

동계 교직원 워크숍

2월 2일(금)

2006학년도 학위수여식

2월 21일(수)

테크노경영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2일(목) ~ 23일(토)

2007경영대학 신입생 워크숍

2월 22일(목) ~ 24일(토)

E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6일(월)

봄학기 개강

프런티어 10기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AIST 경영대학의 대표 공식 소식지‘Frontier’
의 기자가 되어 앞으로 1
년간 우리학교의 소식을 외부로 널리 알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흥미로
운 기사들로 가득 찬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이경민(경영공학 석사 1년 차)

-2 <2월 3일> 故 김진재 의원(초대 발전후원회장) 추모식

<2월 28일> KAIST-맥쿼리 석좌기금 출연 협약식

함박눈이 쏟아지던 밤. 아름다운 KAIST 경영대학 교정을 걸으며 행복했습니다.소복소

<3월 31일> KAIST-산업은행 산학협력 협약식: 3. 31

복 정이 쌓여 가는, 좋은 인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Frontier가 우리들의 학교 생활에

<5월 13일> Homecoming Day, 경영과학 12기(졸업 20주년), 테크노MBA 2기(입학 10주년) 발전기금 감사식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나라(테크노MBA 1년 차)

<5월 13일> Homecoming Day, 이형용 동문(경영공학 박사 00학번) 발전기금 감사식
<6월 22일> CEO Forum, 박영태 화신커넥터(주) 대표이사(ATM 3기) 발전기금 감사식
<6월 22일> CEO Forum, 김윤종 (주)마성상사 대표이사(AIM 12기) 발전기금 감사식
<6월 22일> CEO Forum, 임한준 (주)미림시스콘 대표이사(AIM 19기, ATM 3기) 발전기금 감사식
<11월 2일> 경영대학인의 축제, 기부자 및 총동문회장단 초청

프론티어와의 첫 만남은 2006년 봄호의 이색 신입생 인터뷰의 대상이 되면서부터였습
니다. 조금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취재에 응했었는데 그 때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내가 기자가 되어서 interviewee가 아닌 interviewer가 되어 다른 사람을 취재했으면

<11월 2일> 경영대학인의 축제, 김종남 회장(AIM 21기) 발전기금 감사식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11월 2일> 경영대학인의 축제, KAIST 경영대학 현판식

해 프론티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원석(테크노MBA 1년 차)

언제나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보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존경해 마지

2006 발전기금 행사 및 기부자 명단

않는 버트란트 러셀 경의 명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우리의 고민이란 어떠한 일을 시작
월

행사 및 기부자 명단

월

故 김진재의원(초대 발전후원회장, AIM 2기) 추모식
2월

심의경 동문(EMBA 1기) 발전기금 기부
EMBA 1기 발전기금 기부

4월

34

사람이 가끔 무능하게 되는 것은, 그 성격이 우유부단한 데에 있다. 망설이는 것보다는

테크노MBA 2기 일동(대표: 최부영) 발전기금 기부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라.”

맥쿼리 그룹 발전기금 기부

7월

김종남 회장(AIM 21기) 발전기금 기부

AIM 23기 발전기금 기부

9월

이용 동문(금융MBA 99학번) 발전기금 기부

산업은행 발전기금 기부

11월

KAIST경영대학 현판식 및 축제

이형용 동문(경영공학 박사 00학번) 발전기금 기부

2006 Winter

했기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더 많이 생긴다 …… 재능 있는

경영과학 12기 일동(대표: 김철) 발전기금 기부

6월

故 김진재 의원(子 김세연 사장) 1억 원 완납
3월

5월

행사 및 기부자 명단

황성원(경영공학 석사 1년 차)

프론티어지에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왔습니다. 이
제 직접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니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또 내용을
준비하면서 학교 행사나 동문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아 무척 기
대가 됩니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여진(경영공학 석사 1년 차)

KAIST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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