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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Meets Management
과학의 본질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리하여 과학만
큼 세상 모든 이치에 넓게 적용되는 학문은 없습니
다. 과학이 지닌 합리성,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
하는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인 까닭입니다.
21세기를 즈음해 마침내 과학은 경영 활동과 조우합
니다. 경영이 만들어내는 미래 가치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접근. 그 결합은 눈부신 보석이 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미래 세계
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AIST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과학 기술 원리
를 금융에 도입한 진정한 경영의 리더입니다. 과학과
경영의 만남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눈부신
시너지 효과의 창출. KAIST의 인재들이 만들어낼 내
일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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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과학과
경영의 만남

배순훈 교수 _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5월은 스승의 달이다. KAIST가 창립된 서울 캠퍼스에서 창립 시기에 근무했던 원로 교수님

Science Meets Management

들 20여 명을 모셨다. 한 분 한 분 우리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학자들로, 평소
에 명성만 전해 듣던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본인이 살던 집이 18평이니 교수 아
파트는 25평은 되어야 하겠다던 이상수 초대 원장님, 교수실마다 난로가 있어 별도 굴뚝이

창문을 통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중앙난방으로 바꿔 굴뚝을 없애자던 전학제 5대 원장님, 아직도 20세 초반의 하
버드 대학생의 면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김재관 명예 교수회 회장님은 경희대 교실을 빌려 KAIST 1회 졸업생들
을 선발하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에 따르면 1973년 세계 1차 오일 쇼크로 교실 공사가 늦어지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비상 예비금을 방출해 지금의 2호관을 서둘러 완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런 국가 긴급조치에도 불
구하고 1회 입학생들은 입학 후 한 학기를 교실 없이 지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과학기술만이 후진국을 부자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국민 일인당 소득 2만 달러의 중진국이 되었다.
뉴욕시립대학의 해리 마코위츠(Harry M. Markowitz)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최적화하는 공식으로 시카고대학의 밀러
(Miller), 샤프(Sharpe)와 함께 1990년 노벨상을 공동 수상 했다. 시카고대학 법대 교수인 로널드 코스(Ronald H. Coase)는 기
업 지배구조 이론으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후에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젠슨(Michael C. Jensen)은 대리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멜튼(Robert C. Merton)은 금융공학의 선구자로 스탠포드대학의 스콜스(Scholes)와
함께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뉴욕대학의 로버트 엔글렐(Robert F. Englel III)은 물리학에서 경제학으로 전환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의 글랭거(Granger)와 2003년에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사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면서 수학, 과학자들이 월스트리트로 진출했다. 과학과 경영의 만남이다. 항상 초기에 과학으로 시작해 경영학에
서 업적을 이루었다. KAIST에서는 의도적으로 과학, 공학의 바탕에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내고자 경영대학을 설립했다.
1971년 1인당 GDP 1천2백 달러에서 2006년 2만 달러까지 과학 기술이 성장의 핵심이었다면, 2030년 6만 달러까지는 경영
과 금융이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세계화된 금융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과학적 금융
운영뿐이다. 고래 사이에서 새우는, 현명하게 항해를 해야 한다. 더구나 KAIST 경영대학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탈피하고 자립
을 통해 시장과 반응해 가면서 국가 운영을 앞서 가려고 한다. 정부의 관료 시스템
속에서 전문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는 불가능하다. 리스크 관리는 국가적 신용을
확보한 독립적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 까닭이다. KAIST 경영대학은 FTA
로 개방돼 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금융 경영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핵이 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KAIST는 세계보다 한 발 앞서 과학 기술 원리를 금융에 도입하고 있다. 대학 과정
에서 과학 기술을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금융으로 진출하는 학생들 중심의 교육
과 연구를 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연구 업적을 내는 길은 과
학 원리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새로운 수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기
술과 경제 금융 분야 학생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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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窓

Art & Science
송승헌 박사 _ Associate Principal, McKinsey & Company

고려대의 리크루팅 이벤트에서 만나 친해진
KAIST 홍보 담당 오주영씨가 글을 부탁했다.
과학과 경영에 대한 글을 써 달란 것이었다. 처
음에는 내 자신이 KAIST에서 물리학을 공부했
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에 대한 꿈을 키우
다 경영 분야로 진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주
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란 생각을
했으나, 막상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쉬운 주제
가 아니었다. 단지 과학을 공부하며 배운 경험
과 지식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혹은 과학을
공부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업을 만
들어 성공한 경영인이 많이 있다는, 다소 평범
한 말 이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

과학과 경영의 정의
경영(Management)은 기업과 같은 조직의 단
기적, 장기적 운영(Operation)에 대한 각종 의
사결정들의 모임, 즉“전략(Strategy)”
을 수립
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과학은 무제한의 시간과
리소스를 가지고 결정론적(Deterministic)이며
엄격한 논리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정답
을 찾아 내는“학문(Science)”
인 반면, 경영은
제한적인 리소스와 시간 그리고 불분명한 환경
안에서, 경험(Practice)과 추론(Reasoning)에
의존한 판단(Judgment)을 통해, 조직이 추구
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의사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경영에 있어서“직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R&D 프로

결정들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원들

접적”
인 도움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

세스의 효율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를 나는“예

제로 경영에 필요한 과학적, 사실적 지식의 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술(Art)”
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

도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얻을

것은 아니란 뜻이다.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내가 커
그렇다면, 과연“과학은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리어를 바꾸기 전 10년간 연구해 온 반도체 소

그런 반면, 과학을 하면서 쌓아 올린 역량

될까?”혹은“훌륭한 경영자가 되는데, 과학적

자 물리학에 대한 지식은 혁신적인 나노 소자를

(Capability)들은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데 있어

경험과 지식은 어떤 효용성을 주는 걸까?”이

만들거나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데에

“간접적”
으로 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논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내가 앞서 내린 정의에

는 도움이 되지만(그리고, 그것은 반도체 산업

리적 추론 능력(Deductive Thinking), 귀납적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지금 내가 이야기 하려

의, 그리고 인류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임이

추리 능력 (Inductive Thinking), 분석 능력

는 주제이다. 즉, 예술을 하는데 있어 학문적

틀림 없지만!), 반도체 기업 경영자의 고민인

(Analytic Skill), 끈기와 근성(Perseverance,

“올해 공장 확장을 위해 얼마를 투자할 것인

Drive for Excellence), 창의력(Creativity) 등이

가?”
,“특정 기업과 제휴를 해야 할 것인가?”
,

그 예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Science)에

“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서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요구

얼마나 될까?”
,“어떤 차별화된 제품 또는 고객

되었던 역량들은 경영(Art)에서도 조직 혹은 시

경험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과학과 경영의 상관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스럽게도 과학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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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ies
acquired from
Science

+

Leadership

+

Business
Judgment

+

Tolerance for
Ambiguity

=

Global Leader

장의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

겸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노력”
이라 함은

경쟁자가 3개나 있고, 우리 제품의 성능이 더

안을 수립하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Skill Building을 위해 뭔가 의식적으로 실행해

우수하지만, 원가구조가 5% 더 높으므로, 이

뜻이다.

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하지만 훌륭한 경영인, 즉“예술가”
가 되기 위

위에서 언급한 Soft Skill들에 대해 좀 더 구체

정”
들은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Judgment)들에

해서는 이것들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 훌륭

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계발할 것인지 얘

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상식과 느낌, 경험에

한 음악가나 미술가가 되는데 높은 수준의 기술

기해 보겠다.

의존한 추론,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 위의 리

얘기다. 결국은“전략”
이라고 말하는“의사결

들 외에 예술적 영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

더십을 말하면서 강조한 것이지만, 이 판단력

럼, 경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Soft Skill들

리더십(Leadership):

역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

이 있다. 난 이것들 중에서 리더십(Leadership),

나는 훌륭한 리더십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은 간접적 경험으로부

비즈니스 판단력(Business Judgment), 결정론

Vision(조직에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능력),

터(예를 들면, 뉴스나 비즈니스 케이스 등을 읽

적이지 못한 애매함에 대한 참을성(Tolerance

Inspiration(조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

으며) 익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for Ambiguity) 등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들은

Motivation(조직원들을 격려/고무 하는 능력),

불행하게도 과학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요

Caring(조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정 이입을 하

구되지 않는 역량들이다.

고 아끼는 능력) 라고 생각한다. 이런 요소 혹

결정론적이지 못한 애매함에 대한 참을성
(Tolerance for Ambiguity):

은 조직능력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

이런 주관적인 판단(Judgment)들에 의해“전

정리하자면, 경영을 하는데 있어 과학적 배경은

(Quality), 그 위에 쌓아 올려진 리더십 기술

략”
을 끊임없이 수립하고, 수정하고, 각종 이해

기본 역량을 탄탄히 갖추는 측면에 있어 큰 도

(Skill),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려진 지식

당사자들과 합의를 이루려면 결정론적이지 못

움이 되기는 하나, 동시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Knowledge), 이렇게 세가지 부분 모두에 있어

한 애매함에 대한 참을성과 그렇게 내려진 판단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런 배경

서 일정 수준 이상 갖춰졌을 때 발휘된다. 이중

에 대해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

을 가진 인재들이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해야 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지식”
은 쉽게

어야 한다. 이는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기 보다

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Copy할 수 있는 것이고 단기간 내에 획득할 수

는 Mindset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역시

있는 것이지만, 리더십“기술”혹은“Tactic”
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인정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전략

배우고 몸에 익히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McKinsey에서 일하면서, 내가 가장 몰두하고,

며, 기본적“자질”부분은 더 오래 걸리거나 어

즐겁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는 리크루팅 이었

쩌면 영영 바뀌기 힘든 것이다. 이런“기술”
과

내가 아는 소위“똑똑한”사람들 중에는 이런

다. 좋은 인재를 만나고, 같이 일하는 기회를

“자질”
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열린 사

Soft Skill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온

가지면서 스스로를 되짚어 보며 배우게 되거나

고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었

영감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훌

직접 많은 경험을 하며 그 상황에서 배우는 수

다. 나 역시 커리어를 과학에서 경영으로 바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 난 후 일년이 넘게 지나서야 그러한 것들이

륭한 리더로 성장해 한국의 기업을 혁신하고,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의식적”
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하다는“인식”
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서야 그것들을 배우고 갖추려는 노력을 하기 시

내가 생각하는 보석 같은 인재는“똑똑함”
과위

비즈니스 판단력(Business Judgment):

작했던 기억이 있다. KAIST인들이 그들의“똑

에서 지적한 Soft Skill들을 갖추고 조화롭게

과학과는 달리 경영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

똑함”위에“리더십”등 Soft Skill들을 얹어 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내가 지난 6년간 수

고도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즉, 결정론적

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많은 지원자들을 입사 인터뷰 혹은 리크루팅 이

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시장의 성장이 매년

마음이 간절하다.

벤트를 통해 만나 오면서 KAIST 후배들에게

7%나 되고, 경쟁자의 수가 3개에 불과하며,

감히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었다.“똑똑함”
을

우리 회사의 원가구조가 5% 높지만, 우리 제품

경력

넘어서, 이런 Soft Skill들을 갖추려는“자세

의 성능이 더 우수하므로, 이 사업에 더 적극적

(Attitude)”
를 가지고“노력”
을 해 달라는 것이

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 할 수도 있지만,

다.“자세”
라 함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동시에“시장의 성장은 7%에 불과하고, 강력한

2002~현재
1996~2002
1991~1996
1988~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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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 & Company
삼성전자주식회사
물리학 박사, MIT
물리학 학사, KAIST

1
SPECIAL ZOOM IN KAIST

Full-time MBA Program
김영수 기자

열정이 있는 자여, KAIST MBA로 오라
우리는 꿈이 있으며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꿈에 보다 빨리 도달하기 위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나의 모습은 만족스러
운가?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 내 열정을 쏟아 부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현재의 모습을 벗어던지
고 뛰어들 용기가 있는가?
여기, KAIST 경영대학에 선택받은 학생들은 그러한 열정과 용기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1년 또는 2년의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기에.
이들이 선택한 KAIST 경영대학 MBA 과정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KAIST MBA를 선택하게 하였는가? 이 글을 통해
KAIST MBA만의 매력을 알아보자.

KAIST Business School | Front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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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MBA

| 연구실과 기숙사 문화 |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영교육과 학문을 세계

KAIST 경영대학만의 장점으로 연구실과 기숙사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적 수준으로 이끌어 왔다.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일류 경영대

학교에서는 MBA 학생 모두에게 연구실을 배정해준다. 학교생활을 하는

학의 비전을 표방하며 1996년 개원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토대로 국내

동안 언제 어느 때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학교는

최초 미국식 전일제 MBA를 도입하여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그리고 80%가 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

을 하고 있다. 우수한 교과 과정, 국제적 수준의 연구 활동, 활발한 산학

활한다. 즉, KAIST 경영대학은 퇴근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2003년 경영대학 국제인증 AACSB를 획득하였

곳이다. 항상 연구실 동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약한 분야를 공

고, 2006년에는 국내외 경영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금융전문대학원과 정

부하더라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실에서는 풀

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을 개원하여 금융과 정보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새로

리지 않는 문제 또는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있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사회의 주요 경영인이 될 KAIST MBA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해준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동료들과의 토론은

“KAIST 경영대학의 철저한 공부 환경과 시스템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과
멋진 동료들. 여기에 본인의 열정만 함께 한다면 자기 발전과 성공적인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또한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항상 자
리를 지키고 있는 랩 동료들은 큰 힘이 되어준다.

경력 전환은 당연한 듯이 찾아올 것이다. 열정이 있는 자여,
KAIST 경영대학의 문을 두드려라.”

인적 네트워크의 힘, KAIST MBA
모든 KAIST MBA 학생들은 빡빡한 수업을 듣는

지식 추구의 보고, KAIST 경영대학

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Back to the Basic”수펙스(SUPEX)경영관

때문에 5과목씩 듣는 학기는 눈 깜짝할 새에

101호 강의실에 적혀 있는 문구다. 학교의

지나간다. 하지만 이들은 수업만 듣는 것에

기본은 수업과 교과서다. 기업에서 실무를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통해 습득된 경험과 지식들을 교과서의 학문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항상 훌륭한 동료와 선

적 이론을 통해 정리해보고 재해석하는 과정

후배가 있다.

은 MBA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도서관
이나 연구실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진득하게 앉아 교과서 한 줄 한 줄을 씹어 먹듯
읽고 이론적 프레임 워크를 정립해가는 과정은 값
진 경험이다. 회사에서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자
기 발전의 공허함을 느꼈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욕구를 충분
히 해소해보자.

| 멋진 동료와 친구들 |
좋은 학교는 훌륭한 교수와 커리큘럼, 학사관리
등도 필수적이지만 훌륭한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이루는 것은 KAIST MBA 과정
에 있는 모든 KAIST인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뛰어나며,
365일을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며 밤을 지새운 동료와 친구들이 있기에
KAIST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에

| 훌륭한 교수진과 커리큘럼 |

참여해 우수한 결과를 내며, 기업 지원으로 온 동료들을 통해 취업 및 인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MBA 학생들이‘기대

턴 기회를 잡기도 한다. 바쁜 와중에도 학생회 활동 및 다양한 동아리 활

하는 것 그 이상’
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지원해준

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과 학교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뿐 아니

다. 교수들은 수업 시간을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는 걸 큰 낭비라 생각하

라 봄 체육대회‘어울림’
, 가을 축제‘추억 만들기’등의 행사를 통해 학

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애쓴다. KAIST의 문화

창 시절의 낭만을 누리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간다. 동기들과 새벽 6시까

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문화는 입학식 수업 첫 시간에도 1시간

지 술잔을 기울이고 기숙사에 와서 잠들던 기억은 KAIST인이라면 누구

20분을 꽉 채워 수업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다. 종종 주중 공휴일에도 수

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부뿐 아니라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

업을 하는 교수들을 보면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실력 면에서도 외국

던 동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큰 힘이 되어 준다.

대학 교수들과 비교해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Cornell, Harvard, MIT,
Northwestern, Rochester, Stanford, Wharton 등 세계 유수 대학 출

| Powerful Network |

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자랑한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KAIST 경영대학에서 배출된 3,400여 명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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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생들은 맥킨지, IBM, HP, 모건스탠리, 오라클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MBA 출신을 입도선매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 분야 요직에 훌륭한 선후

과 삼성그룹, LG그룹, SKT, KT, 국민은행,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

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또한‘멘토, 멘티 프로그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과 국

램’
,‘경력 개발 공유의 장’등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적 네트워킹

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48.3%는 마케팅, 전략, 경영 기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네트워킹은 동문들하고만 이루어지지

획, 자산 운용 등 각 기업의 핵심 부서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취

않는다. KAIST MBA 출신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에게 언제든지

업률도 100%에 가까우며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졸업 이전 KAIST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KAIST MBA Program
테크노경영대학원
Executive MBA

Techno-MBA

IMBA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금융 MBA

정보미디어 MBA

입학정원

40명 내외

수업연한

2년(금/토 주말 프로그램)

2년(전일제)

이수학점

48학점

54학점

54학점

54학점

45학점

학비

7,200만원
(해외연수 교육비 포함,
항공료 및 체재비 별도)

3,200만원
(해외연수비 별도)

3,600만원
(해외연수 교육비 포함,
항공료 및 체재비 별도)

4,800만원
(해외연수 및 복수학위
비용 별도)

3,600만원
(해외연수 교육비 포함,
항공료 및 체재비 별도)

전세계 파트너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대학 연계, 연수
프로그램

해외연수(한 학기, 미국
UCI, OSU, UIUC, UMD)

하계·동계 해외 Field
Trip (미국, 중국 등)

해외 저명교수 초청
글로벌 특화과목 개설
(미국, 중국)

University of Rochester,
Michigan State Univ. 및
London City University
에서 국제화 교육 및 Dual
Degree 프로그램

해외대학
연계
프로그램

매년 여름 미국 USC,
스페인 IE, 프랑스 HEC
등에서 해외 필드트립
수업 실시

120명 내외

금융전문대학원

1년 4개월(1년은 전일제)

해외 저명교수 초청 계절
학기 글로벌 특화과목 개설

100명 내외

50명 내외

2년(전일제)

1년(전일제)

여름학기 <해외현장연구>
미국 USC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만의 Entertainment와
Media를 주제로 한 맞춤
교육

지원자격

10년 이상 실무결력자,
기업 추천

개인자격 및 기업 추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선호

기업 추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내외
실무경력자 선호

IT 및 정보미디어 분야
경력자 중심

영어강의

30% 이상 영어강의

최소 20% 이상 영어강의

경영학 핵심과목 영어강의

영어강의 중심, 외국인
학생 수강시 영어강의 필수

80% 이상 영어강의

일반 MBA에서 다루어지
는 2과목의 핵심 내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한 전략
적 교육 실시
사례 중심의 학습 및
Cyber Interaction
특이사항

해외 필드트립 프로그램
통한 글로벌리더 역량 강화
글로벌경영 커뮤니케이션
영어 집중 합숙 프로그램
결석시 강의자료 및
DVD 녹화 배송 서비스
현장 CEO 특강 등 졸업
후 Lifetime AS교육 실시

맞춤형 교과목

Half-Semester 모듈식
운영과 다양한 트랙 선택

통합형 MBA

1.5학점제로 다양한
교과목 제공

혁신, 창의성, 리더십,
글로벌 경영전략 중심

영어강의 중심 및
해외 프로그램 제공

토론 및 사례 중심 강의

실무 반영한 교과목 및
강의 구성
산학협동 기회 제공

Global Track 운영

“일반경영+정보미디어
기술+마케팅”
의“ π
”
자형
프로그램
1.5학점제로 다양한
교과목 영어강의 제공
경영자문실습 통한
산학협동 기회 제공 및
컨설팅 실무능력 제고
1년간 6개의
Half-Semester제 운영

다양한 장학금 혜택 제공

2년 Dual Degree 과정
(KAIST에서 1년, USC
에서 1년)에 대한 협의가
확정 단계임

02-958-3121, 3167

02-958-3641, 3661

http://kgsf.kaist.ac.kr

http://ksim.kaist.ac.kr

인턴십 및 프로젝트 연구
(경영자문실습)운영
토론 및 사례 중심 강의

2월

개강시기

홈페이지

Fast Track 프로그램

9개 집중분야 운영
-기술·생산경영
-마케팅
-벤처경영
-회계·재무
-전략 및 조직
-MIS
-경영과 사회
-경영과 법
-중국경영

2008.10.8(수) ~ 10.22(수)

원서접수

과정문의

General MBA

02-958-3228, 3403

02-958-3642, 3975
http://www.kaistgsm.ac.kr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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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대학원의 시너지 효과, KAIST 경영대학

University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KAIST 경영대학에는 세 개의 대학원 하에 4개의 전일제 MBA 과정이

열려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실습 교육 시설을 보유한 금융전문대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테크노 MBA, IMBA는 제너럴 매니저

학원은 최근‘KAIST 학생 투자 펀드’
를 출범, 학생들이 직접 투자 전략

(General Manager), CEO 등 기업 최고 경영자 트랙을 추구하며, 금융

을 짜고 10억을 운용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은 특화된 분야의 전
문 지식(IT/미디어, 금융 등)을 갖춘 미래 경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 정보미디어 MBA |

개인의 니즈에 따라 각기 다른 장점을 지닌 MBA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기존의 탁월한 국내 IT 기술 및 산업

것도 KAIST 경영대학의 특징이다.

기반을 바탕으로 IT 융합기술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세계적 수준의 경영전
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설립되었다. 일반 경영교육의

| 테크노 MBA |

비중이 큰 테크노경영대학원의 MBA 과정과 달리 IT 및 미디어 산업에

KAIST MBA 프로그램은 1995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일제

특화된 경영 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과 과정은 일반 경영 교육과 함

General MBA 과정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는

께 정보 미디어 산업 및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

역량과 리더십을 지닌 경영자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주로 연관 산업체 또는 정부기관 파견 교육학생 중심의 MBA 학생으로

은 물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

구성되는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45학점의 풀타임 1년 과정으로 운영

신과 경영 지식을 통합하여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 사고를 할

되며, 여름에 2주 동안 미국 대학 현지에서 지정된 교육을 제공한다.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경영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 CEO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파트너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고 있

최근 KAIST MBA 출신자 70% 정도가 경력 전환
을 했으며, 그 비율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MBA를 통해 경력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다.

면서, MBA가 경력 개발과 경력 전환을 위한

| IMBA |

필수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아래 그래프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테크노 MBA를 국내 최

참조) 선택은 어렵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

고의 MBA로 발전시켜 오면서 축적된 역량

히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

을 바탕으로 기업의 니즈를 창의적으로 반영

만 모든 열정을 쏟아내어 주어진 시간을

한 IMBA를 2006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All-in할 수 있다면 KAIST MBA의 문을 열

MBA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54학점 이상에 달하
는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고 교육 방식은 학습그

어라! 더욱 멋진 모습으로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룹 위주인 코호트(Cohort)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균형
잡힌 MBA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 기간은 1
년 풀타임과 1학기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 연구로 구성되어 1년 4
개월 안에 풀타임 MBA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금융 MBA |
2006년 2월 개원한 금융전문대학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금융전문
대학원이다. 순수 금융 중심의 고급 교육을 지향하는 KAIST 금융전문대
학원은, 모든 강의가 원칙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자산 관리, 금융 공
학, 재무 경영 및 전략, 투자 금융, 보험, 위험 관리, 글로벌 금융 시장,
회계 및 재무 관리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금융 과정을 개설하고 있
다. 금융전문대학원의 큰 특징은 해외 대학 연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MBA 학생은 의무적으로 한 학기를 미국 대학
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Maryland
나 영국의 City University of London(CASS)에서 정규 수업을 받는다.
또한 University of Rochester, Michigan State Univ. 및 영국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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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력전환율

2
SPECIAL ZOOM IN KAIST

KAIST Executive Program
김대진 기자

국내 최고의 경영자 교육, KAIST Executive Program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게 시대를 읽는 눈과 창의적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
대를 앞서가는 경영 지식의 연구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되는 국내 최고의 Executive Program이 바로 여기, KAIST 경영대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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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ZOOM IN KAIST _ KAIST Executive Program
왜 Executive Program인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
을 받았다. 그가 주창한‘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때문이었
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부자와 빈자의 불
평등을 해소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개념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다도 더 적극적인 개
념이다. 인간의 극단적 두 본성인 이기심(Self-interest)과 돌봄(Caring
for Others)의 공존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빌 게이츠가 자신의 주장에
‘창조적’
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다. 빌 게이츠에 의해 기업은 사회의 불
평등을 해소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는 주체로 등장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이가 먼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1993년‘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라’
는 말과 함께,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 현재는 5년 후, 10
년 후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창조 경영’
이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경영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존재하
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흐
름에 따른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경영 일선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최고 경영자에게도 지속적
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
로 많은 CEO들이 주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Executive Program을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찾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AMP가 총
600여 개에 이르고 경영 트렌드의 변화에 따
라 수많은 프로그램이 새로이 개설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교육적 수요를 짐작하게 한다.
KAIST 경영대학도 지난 1994년부터 경영자를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영 일선에서 현장
을 진두지휘하는‘경영자’
들을 대상으로‘경영’
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
니다. 하지만 KAIST는 체계적인 설계와 운영의 묘를 통해 적절한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는 가운데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다.

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EMBA
지난 2004년 출발한 EMBA(Executive MBA)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22개월간의 EMBA 교육과정 중 강의는 주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에게는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의 입장에서도 인력의 공백 없이 핵심인력을 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MBA 코스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EMBA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사례 중심의 강의와 그룹토의 등 현장
지향적인 교육방식에 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직장 경력을 바탕으로 실
무와 관리 양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 또한 학습에 큰 몫을 하고 있다.
EMBA 학생들에게는 여름 계절학기 중 미국 USC, 스페인 IE, 프랑스
HEC 등 미국과 유럽의 선진 대학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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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ummer

장 연구의 기회가 주어진다. 2주간 필드트립(Field Trip)을 떠나 세계적인
대학과 일류 기업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와 미래에 도전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Open Enrollment Program과 Customized Program
으로 이루어진 경영자과정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AMP 과정으로는 지난 1994년 최고경영자
들에게 정보 마인드를 심어주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한 최고경영
자과정(AIM), IT 컨버전스나 新사업 전략 등 새로운 경영 이슈를 가지고
2002년 출발한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이 있다. 두 교육 과정
모두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교육
수요층이 각각 존재하는 동시에 공존하기도 해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
로 최고컨설턴트과정(AIC)이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정부 등 특정 부문에 포
커스를 둔 금융전문가과정(KFMP), 전자정부고위과정(AeG)도 운영 중이
다. 이상은 과정생을 공개 모집하는‘Open Enrollment Program’
이다.
한편 개별 기업체를 위한 해당 기업별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
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Customized Program’
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대상에 따라 AMP, GMP 등으
로 구분된다.

| AIM(최고경영자과정) |
KAIST 경영대학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이 최근“Trend of Emerging
Technologies”
를 내세우며 또 한 번의 변화
를 시도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읽은 트
렌드로 경영해,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AIM의 출발점과 종착점이다.
AIM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선도할 최고 경영자들에게
차별화된 최신 경영 방식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 TOP
10 경영대학 및 기업체를 방문, 연수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중
국 칭화대, 일본 게이오대, 홍콩 중문대, 태국 사신 비즈니스 스쿨(Sasin
Business School) 등에서 최신 이론과 현장 지식을 공유하며 글로벌 경영
자로서의 자질을 확대할 기회를 갖는다. 둘째, 주제별 패널 토론은 활발한
쌍방향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영 현장에서의 적용 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KAIST CEO Forum, 총동문 조찬, 각종 특강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의 저명인사와 함께 미래 사회의 경영 트렌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
는 지속적인 경영 학습은 물론, 활발한 동문 네트워크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되고 있다. 또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필요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특강
과 행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94년 개설 이후 28기에 걸쳐 배출한 1,000여 명의 동문은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동문으로
는 김정완 매일유업 부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조갑주 신송식품 회장,
안용찬 애경산업 부회장, 변봉덕 코맥스 회장, 구자섭 한국SMT 대표이사
사장,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태혁준 효창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사장,
신헌철 SK 부회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유석현 스카이상호저축은행 회
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홍석규 보광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원현수 코오롱건설 사장, 강세영 CJ경영개발센터장, 민형동 현대백

화점 사장,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있다.

| ATM(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 |
ATM(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 Management Program)은
일반 경영자과정에 비해 IT와 미디어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교육 과정이
다. 교육 내용은 경영 각 분야를 한 강좌씩 듣는 백화점식 강의에서 탈피
해 새로운 경영을 위한 화두인‘IT 미디어 융합’
,‘신사업 개발’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등 4개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 별로 경영기법과
사례 강의들이 진행된다.
IT 업계를 중심으로 이슈와 전략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 간의 진지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한편 최근에는 제조, 유통, 금
융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IT 트렌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전략에
관심을 나타내며 ATM에 참여하고 있다. 강사진 측면에서는 KAIST 경영
대학 교수진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진의 구성에도 절반의 비중을 두어 기
업 CEO를 비롯한 정부, 문화계 등 각 계 인사를 ATM의 강사진으로 초빙
해 전문성과 현장감을 더했다. 정규 강좌 외에도 지도 교수와 함께하는 비
즈니스 컨설팅, 해외 대학 및 산업체 연수, 총동문 조찬 특강, KAIST
CEO Forum 등 폭넓게 공부하고 교류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구본천 LG벤처투자 사장, 김선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 미키
히토 KDDI Korea 대표이사, 서승모 IT 벤처기업연합회장, 송보순
통신기술 사장, 변재일 국회의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성식
Korea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올 상반기 수료한 11기까지 300여
동문을 배출했다.

마사
서울
SAS
명의

| AIC(최고컨설턴트과정) |
중견 관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AIC(Advanced Program for Innovative
Consultants) 과정은‘최고컨설턴트과정’
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독특한 커
리큘럼이 눈에 띈다. KAIST 경영대학 교수진과 함께 AIC 과정에 강사진
으로 나서는 이들은 바로 최신 경영 이론으로 무장한 세계적인 컨설팅사의
전문 컨설턴트들이다.‘컨설팅’
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변화관리기법에 대한 강의, 비즈니스 컨설팅 세미나 등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을 행하게 된다. 이로써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실제 기업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AIC 과정은 중견 관리자들
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일본
KAIST Executive
등 해외에서 경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중견 관리자’
로서의 시간은 직장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약의 시기이다. AIC 과정은 이
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실질적
인 지식과 스킬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현재 AIC 과정 수료자는 600
여 명에 이르고 그 중 80여 명이 임원으로 회
사의 중역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5명의
CEO도 배출되었다.

최고의 장점은?
지난해 한 최고경영자과정의 입학 지원 동기를

조사한 결과, 80%가“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 약 40%가“네트워킹을
위해”
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
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수료 시점에서 실시한 과정 평가 설문에
따르면 <지식과 정보>, <네트워킹>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
를 표했다. 학교라는 매개를 통해 비즈니스 상대가 아닌, 동문이란 이름의
일차적인 관계 아래 자연스러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정
보를 함께 공유하고 전략을 나누며 상호 습득하는 윈윈(Win-win)의 관계
로 발전할 수 있어 경영자 과정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경영자 과정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역
량 개발”
이다.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경
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최고 경영자, 중견 관리자의 직
급 구분을 떠나 계속되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
그램을 선택했듯이, 이를 경영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가 역시
경영자 자신의 몫이라 하겠다.

KAIST Executive Program의 비전
KAIST 경영대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영자 과정의 명맥을 이어온 것
은 명성 때문만이 아니다. 경영자 과정의 강의는 대개 주 1~2회로 이루
어지는데, 과정생들은 이 시간을 온전히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초를 다투는 CEO의 소중한 시간을 그 이상의 가치로 보상할 만한 최고
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유능한 강사진을 갖추었다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저절로 운영되지는 않
는다. 빈틈없는 사전 계획과 상황에 따른 유연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정교
하게 맞물릴 때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변화무쌍한 경영의 교
육자로서 KAIST 경영대학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경영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형식적인 결과물이 아닌 실질적
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는 것,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자를 양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를 향해 더 높이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 바로 KAIST Executive Program의 변함
없는 비전이다.

Program 하반기 모집 안내

과정명

교육기간

접수기간

문의

EMBA

2년(22개월)

10.8~10.22

02-958-3228

AIM
(최고경영자과정)

2008.8.28~2009.1.15
목 17:00~22:20

~8.1

02-958-3989

ATM
(정보미디어최고경영자과정)

2008.9.1~2009.1.12
월 17:00~21:00

7.1~8.14

02-958-3988

AIC
(최고컨설턴트과정)

2008.8.26~12.9
화 14:30~20:40

6.24~7.29

02-958-3992

AeG
(전자정부고위과정)

2008.9.24~12.3
수 17:00∼22:00

7.28~8.22

02-958-3575

KFMP
(금융전문가과정)

2008.9.5~2009.1.31

7.1~8.8

02-95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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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스터대 복수학위 프로그램

김대진 기자

로체스터대와 복수학위 MOU 체결

로체스터대 복수학위 프로그램

지난해 10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미국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과

미국의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은 2008년 <파이낸셜 타임즈> 평가 기준,

복수학위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학생이

금융 분야에서 3위에 오른 명문으로, 금융학 석사과정은 기본적으로

KAIST 금융 MBA의 총 2년 과정 중 로체스터대에서 10과목(30학점)을

MBA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분야 고급 과정

추가로 이수하면 KAIST 금융 MBA 학위와 로체스터대 금융학 석사학위

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밟으려면 엄격한 입학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복

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14명의 재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수학위 프로그램 개설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학생들은 KAIST 자체

참가중이며, 매년 전체 입학생 100명 중 약 20여 명 정도에게 그 혜택

심사만으로 입학 허가가 가능하다.

이 돌아갈 전망이다.
론 핸슨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 수석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사이먼스쿨(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에 온 KAIST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동북아 금융허브 시대에 발맞추어 금융 이론과

저명한 금융학 석학들에게 강의를 듣고 월스트리트, 홍콩, 런던 등에 진

실무 지식 및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금융

출하는 학생들과도 네트워크를 쌓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KAIST 금융

MBA 중심의 금융 중심 대학원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의 금

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복수학위 프로그

융공학 MBA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재정경제부와 MOU를 체결, 더욱

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기 전 여러 경로를 통해 KAIST의 높은 학생 수

특화된 교과 과정과 우수한 교수진 및 KAIST만의 독특한 학습 문화를

준과 교수들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며,“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

바탕으로 2006년 2월 개원하였다.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국제적 경

해 사이먼스쿨에 온 14명의 KAIST 학생 중 5명이 지난 학기에 성적 우

쟁력을 갖춘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학, 통계학, 정보 기술,

수 학생으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또한“특히 이 학생들이 KAIST에서 높

첨단 금융 기법 등을 기반으로 고도의 분석능력을 함양하고, 모듈화된 과

은 수준의 수학과 통계를 활용한 금융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인상적이

목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이론의 발전과 현장의

었다”
고 말했다.

수요가 즉시 반영될 수 있는 능동적 교과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커리큘
럼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금융 MBA 주진원씨는 KAIST와 상호 보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완적인 로체스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KAIST에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가 국제 수준의 금융전문가 양성인

서 수리적인 접근 방식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면, 로체스터대에서는

만큼 학생들의 해외 선진 금융기법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재무나 회계 부문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브씨는 글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미국의 유수

로벌 마인드를 저절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일례로 강의중에 실

대학에 한 학기 동안 체류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

제로 서로 협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로도 해외연수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로체스터대와의 복수학위 프로그

서 온 학생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사고, 문화 등을 체험할

램은 이러한 활발한 국제 교류에 기초하고 있다.

수 있었다고 한다.
한 학생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스스로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다.
세련된 지식과 넓은 안목, 굳건한 의지를 겸비한 미래의 글로벌 금융 전
문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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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Business School

2008 Job Fair Week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 KAIST 경영대학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주,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함께 KAIST Business School Job Fair Week을 개최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행사 기간 중 회사별 부스 상담은 물론, 채용설명회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일 시 2008.9.3(수)~5(금)
장 소 KAIST 경영대학(서울캠퍼스) SUPEX 경영관
대 상 2008년 하반기 MBA 및 경영공학 석·박사 채용예정 기업
내 용 기업별 부스 운영,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선택가능)
문 의 경력개발센터(총괄) 오주영 02-958-3248, crushonu@business.kaist.ac.kr
산업별 담당 (금융) 심유미 02-958-3288, shim@business.kaist.ac.kr
(제조) 이미숙 02-958-3245, misook2ee@business.kasit.ac.kr
온라인 참가신청 http://business.kaist.ac.kr/job
경력개발센터

career@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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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_ AIM Workshop in Japan

돗토리현 출신의 일본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우에다 쇼지

작은 도시의 거대한 경쟁력, 요나고
AIM 28기 일본경영연수
많은 경영자들이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일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하지만 돗토리현(鳥取縣)의 요나고(米子市)를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초행길이었기에 더욱 새로웠던 그곳,
요나고에서의 2박 3일이 기다려졌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변용희 _ STX 부사장, AIM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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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영연수”
는 AIM 28기 입학식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인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
며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서먹한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비행기
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소속을 뒤로 한 채,‘AIM 28기’
라는 같
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옛날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떠날 때처럼 말이
다. 경영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리라.

흔히 경영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AIM 28기
“일본경영연수”
는 작은 것에 스며 있는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대
다수가 무심코 지나친 그것을, 경영자의 눈으로 그리고 나만의 눈으로 바
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경영’
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최고경영
자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학교를 다시 찾은 이유일 것 같다. 목표에 도달
한 듯 보이지만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지를 찾아 전진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더욱 기대된다.

1시간 30분간의 짧은 비행 끝에 도착한 요나고는 고층 건물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도시였다. 우리나라의 터미널보다도 작지만,
국제공항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 이런 곳에 어떤 경영 전략과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인지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심정으로 발을 내딛
었다. 하지만 그 답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다.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내다본 요나고의 모
습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한 유적지, 미술관 등의 문화유산은
작은 도시, 요나고의 거대한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었다.
동행한 이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우에다 쇼지 사진 미술관(檀田正治
美術館)’
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돗토리현 출신의 우에다쇼지
(1913~2000)는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이다. 우리
는 미술관에서 그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 순간부터 카메라를 내
려놓기까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구도, 촬영
기법 등의 전문 지식 없이도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폭넓은 호소력
을 지닌다. 수십 년이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일상 속 이웃의 이
야기는 낯선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정감 있게 다가왔다. 특히 여든 살의 나
이에 촬영했다는 패션 화보는‘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
는 그 흔한 이야기
를 웃어넘긴 내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
다양한‘현지 문화 체험’프로그램 중에는 우에다 쇼지 작품의 주 무대인
돗토리 사구(鳥取沙丘)에서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발을 내딛을 때마
다 고운 모래가 발목을 붙잡았지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구 정상을 향해
달렸다. 그리곤 미술관 벽에 걸
린 작품들을 연상하며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우에
다 쇼지에게 대표작“4 Girls”
가 있다면 우리에겐“4 Old
Boys”
가 있었던 것이다(아래 사
진). 경영 일선의 긴장감을 완
전히 떨쳐버린 유쾌한 순간이었
다. 마냥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
로 돌아가노라니, 한편으로 낙
타를 타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
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을 사막이라고, 낙타를 데려와 관광 전략으로 삼은
그들의 모습에서 이곳이‘일본’
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아무리 이곳이
모래 위로 새겨진 발자국마저도 부는 바람에 의해 절대미감으로 취급받는
일본 최대의 사구라지만 말이다.
히라이 신지(平井 伸治) 돗토리현 지사의‘현지 경영 특강’
은 이들의 치밀
한 생존전략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이웃 나라의 경영자들을 위해 휴일
까지 반납한 채 웃는 얼굴로 맞이한 그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물론
그에게 우리는 접대할‘손님’
인 동시에 요나고의 산업을 홍보할‘고객’
일
것이다. 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협력자’
인 동시에 우위를 다투어야
할‘경쟁자’
일 것이다. 일본은 그렇게 가깝고도 먼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
고 있었다.

일본경영연수, 기억에 남는 순간들

1

2

3

4

5

6
1⃞ 다이센 산은 돗토리현의 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천연의 자연경관은 스
키, 골프 등의 관광산업과 유제품 제조산업에 최고의 입지조건을 제공한다. 다이센 산 중턱에
위치한 미루쿠노사토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은 신선도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다행히 우리
가 방문하기 하루 전, 눈으로 인한 출입통제가 해제되었다.
2⃞ 돗토리현은 1994년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다. 2005년 독도 문제로 자매결연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돗토
리현 지사가 부임하면서 자매결연을 재개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전해주는 돗토리현의 마케팅 전략은 한국의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3⃞ 일본 최대의 사구인 돗토리 사구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우에다 쇼지(檀田正治)의 주요
작품 무대이다. 그의 작품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만큼, 이곳에서 느낀 감흥 역시 남달랐다.
4⃞ 멀리 보이는 섬이 변용희 STX 부사장 손 위에 떠있는 듯하다. 이는 우에다 쇼지(檀田正治)
작품의 주요 콘셉트이기도 하다.
5⃞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수익 창출 전략을 논의했던 비즈니스 게임. 조별로 진행된 토론 열
기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이나 미룰 정도로 뜨거웠다. 우승팀이 결정되기까지의 치열한 경
쟁은 참가자들이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의 리더임을 실감하게 했다.
6⃞ 일본경영연수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에
진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둔 요나고에서의 시간은 이 사진과 함께 오래
도록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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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_ Meet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lvar Barra
Finance MBA 08

Previous Degree :
Law
Instito Tecnologico Autonomo de Mexico (ITAM)

Job Prior to KAIST :
Criminal Lawyer
Investment Lawyer
Criminal Lawyer experience in Mexico was such a challenging job,
“Corrupted and boring” as he remarks. Taking part in the economy
boost in Mexico, Alvar worked as a regulatory lawyer with foreign
investment firms especially dealing with American investors on
telecom and oil sector.
3 years ago, Alvar decided to go to Canada to learn English, where
he had first contact with Koreans and also made a Korean girl
friend. His interest in Korea grew until he returned to Mexico, not
only to continue his studies in Korean language, but also to study
Asian Studies in his master’s course; with active support from
Mexican government to encourage Alvar to become a Social
Scientist.
After deep thoughts, he contacted the Korean embassy and asked for
school suggestions in Korea. Among various choices, he chose KAIST
finance MBA course. Based on his prior experience in investment
business and public policies, he is learning a lot of interesting things at
KAIST with scholarship from school. He struggled with mathematics for the
first few months in school, just like any other liberal arts majors, but he
seems to be coping very well and happy.
Alvar’s current interest is in oil and Korea. “Here I always have great chance to learn
good things, much more opportunity on international & finance affairs, with a better
perspective”, he says. He is willing to work in Korea, of course, without a language
barrier. He is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king ways to improve his Korean language ability.
Would you recommend any best suggestions for Al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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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Akramjon Kodirov
Finance MBA 08

Previous Degree :
Information System in Economy B.A.
Andigan Institute of Eng. & Econ, Uzbekistan
Bank Auditing M.A.
Banking & Finance Academy of Uzbekistan

Job Prior to KAIST :
Head of Information Department in the Central Bank
One of Akrom’s main goals in KAIST is to make more friends, and it
seems like he is already making progress. “I’m never alone. I spend
with many lab mates most of the time. We are close like family
members, all brothers and sisters and respect each other very
much. When I had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with time
management & Korean language, they supported me a lot. Because
of everybody’s friendship and help, I never fell alone.”
Serving the social needs, Akrom has been working in jobs related
with information and economy, especially in banking system of
Uzbekistan. “Nowadays, it i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ny
sphere of our life withou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especially banking; it is related with exchange of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he remarks.
While working, he acknowledged that fully understanding the banking
system will make his work much more efficient. Since Akrom moved on to
the regulation department, he engaged in revision, regional commercial bank
audits which allowed Akrom to learn banks’ activity in the micro level. His
master’s course in Bank Auditing also broadened his knowledge to the whole
economic system level. Many of his friends, who graduated KDI, recommended
Akrom KAIST Finance MBA course, which can serve both of his specialties in
information & banking. “Now I see they were right”, he comments.
Akrom is willing to take job in Korea to have international experience. H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with his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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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생 시장을 이끌어온 개척자로부터 듣다
하태형 보아스 투자자문 대표이사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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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평범한 사람에 비해 분명한 목표, 뜨거운 열정, 지치지 않는 인내
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파생 시장 1세대라고 불리며 우리 나라에 파생 상품의 개념조차 없던 시
절, 시장의 개척자로 불린 하태형 대표에게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두루 발견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짬을 내어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한 하 대표는 수많은 강연과 연
설 덕분인지 인터뷰 내내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듣는 이를 사로잡았다.
보아스 투자자문 대표이자 경영대학 총 동문회 하태형 회장에게 그 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
기와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본다.

도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다
KAIST 경영과학과 2회 졸업생인 하 대표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서 일
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병역특례를 위해 처음에는 현대
종합상사를 지원했는데, 중공업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부서도 본인이 원
했던 쪽이 아닌 영업으로 가게 되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한다. 게다가 하 대표가 근무할 당시에는 해운 경기 최악의 시기로
선박 수주 거래가 무척이나 힘든 때라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
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는지 처음으로 파생 상품이란 것을 접하게 되었
다. 리비아에 선박을 수주하고 대가로 받은 석유를 어떻게 선박 가격과
맞춰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리스크 헷지 방법을 찾았고, 싱가포르 국영선
박회사에서 대금 대신 준 자사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며 환차
손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 대표는 많은 일을 홀로 터득하며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 뉴욕 주립대에 유학해 파이낸스(Finance)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양그룹에서 준비하는 파
생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나라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
다. 유학 전 조달청에서 열린 선물 강의 등을 들으며 공부했는데, 귀국
후 우리나라 파생 시장의 개척자로 활동하면서 조달청에서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 그에게는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거창한 목표보다 서예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초서를 읽게 될 때까지 노력
하고 싶다고 말한다. 박사 학위를 딴 이후 배운 것을 강의하거나 이용하
기만 하다가 서예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는 것이다.
한문은 중국 문화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현대 중국 조류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교재다. 단순한‘말’
이 아닌‘교양’
과‘생각’
의표
현으로서의 한자가 좋다는 그에게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격언을 하나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通辯, 통할 통자에 변할 변을 씁니다. 계속 시대에 맞춰 변하자는 것이
죠. 금융, 특히 파생 쪽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분야입니다. 저 자신에게나 직원들에게 항상 이 말을 격언으로
삼고 마음에 지니자고 이야기 합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하 대표는 이렇게 중국어를 공부하며 한자를 익히는 사람들에
게 아름다운 중국 가사나 고어를 알아두라고 권유했다. 중국인들은 자국
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가사나 고어를 아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간단한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중국인과의 대화에서 이
야기하면 개인의 소양도 키울 수 있고 업무적인 관계를 쉽게 부드럽게 해
줄 것이라고 한다.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미국 금융사에 갈 생각도 했지만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현직에 있던 금융인들마저 거리로 나앉는 판이
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때 동양오리온투자증권(현 동양종금증
권)이 국내 선물시장 개설에 대비해 파생상품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뽑는
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파생상품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파생이라
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96년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을 국
내 최초로 개발하고 재경원과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선물과 옵션 시장 개
장에 대비해 거래제도대책반을 만들어 활동할 때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LG 선물에서 근무할 때와 2000년 보아스 투자자문을 설립해 직접 회사
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항상 남들보다 앞선 생각과 행동으로 무에
서 유를 창조해 냈다. 그는 후배들에게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고 조언한다.

격언, 마음속의 한 마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이 변화가 심한 파생상품 시
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서예를 시작했
다는 하 대표는 고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금융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
어나면서 KAIST 경영대학에도 금융전문대학원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금융시장의 큰 의미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브 프라임 이후 미국
의 세계 경제 위상은 낮아지고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큰 항공모함의 이동과 같아서 한번 바
꾼 방향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하 대표는 이처럼 아시아권의 금융 영
역이 확장되면서 당장보다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변화는 분명 아
시아 금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을 쉽
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특
히 벤처 사업과 같이 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지 못하면서 탑만 높게 쌓는
것과 같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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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형 우두머리
평가의 객관성과 조직 효율성, 그리고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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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훈 교수 _ 금융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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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CEO가 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경영자들도 CEO형 우두머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경영대학에게
좋은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경영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경영 지식의 전파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경영학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CEO형 우두머리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모든 조직에 좋은
것일까? 본 고에서는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과 평결을 내려 보고자 한다.
우선, CEO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특히, 주식회사에 초점을 두자)에서
의 최고 의사 결정자를 의미한다. CEO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을 조달 받
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수와 인센티브 등의 급부
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직
이 한두 명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조직이 아닌 한, 자본이나 물적 토대
를 공여한 사람과 경영자가 다르므로, 경영자의 경영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반대 급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CEO형이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이
나 보상체계에 무언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 성과 평가의 측정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
까 한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적 이익을 통해서 경영의 성과를 평가
받는다. 재무적 이익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회계 상의 평가치
일 수도 있고, 주가, 주가수익률, 주당순이익 같이 시장의 가치에 바탕을
둔 평가치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자는 매년 혹은 짧
게는 분기별로 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이 결정된다.
평가치가 객관적인 숫자로 표시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 법칙 중에 숫자는 비교 가능하며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 비해
얼마만큼 더 높은 성과를 낸 건지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치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조직 내외의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승자에게는 큰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승자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다양한 증권시장의 기능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경영자는 권리에 따라 책임도 동시에 지고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
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영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시장에는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
게 된다.
따라서, CEO형 우두머리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
사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 결정자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존재해야
하고, 권력에 따른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측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경영자의 성과를 비교할 만한 객관적인 측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두머리
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쉬운 예로 대학교를 생각해보자. 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는 연구
와 강의에 바탕을 두고 하게 된다. 그런데, 연구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비록, 논문의 수나 유
수학술잡지 게재 여부, 인용 횟수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지
만,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적
으로 유수한 대학의 테뉴어 심사 방법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 CEO형 의사결정자를 우두머
리 자리에 앉히면 어떻게 될까? 이 우두머리는 아마도 자신의 경영 성과
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하 직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치를 얻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조직을 효율적 만들 수 있
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 이유는 또
다시 객관적인 평가치를 얻기 힘들다는 데 기인한다. 다시 대학교의 예로
돌아가 보자. 객관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영어 강의 비율,
논문의 수, 인용 횟수, 매스컴 인터뷰 횟수 등등. 매우 친숙한 단어들이
다. 많은 대학교에서 내세우는 경영성과는 이러한 지표들로 도배된다.
이에 반해, 정작 중요한 학생의 강의 이해도, 논문의 수준, 학자로서의
자세 등은 당장 객관적인 평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처하는 교수들은 객관적인 지표의 향상을 위해, 객관화가 안 되는 중요
한 항목들을 희생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객관화가 되는 지표를 강조하
면, 객관화가 안 되는 항목들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Holmstrom and
Milgrom, 1991). 조직의 진정한 효율성은 측정 가능한 것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능 한 것까지 합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객관적
인 평가치를 강조하는 CEO형 우두머리 하에서는 균형 잡힌 경영을 기대
하기 어렵다.
학교나 병원, 자선 단체, 그리고 국가의 목적 함수나 가치는 기업의 목표
나 가치와는 다르며, 성과 측정도 용이하지 않거나 다각적이다. 기업의
환경 하에서 훌륭한 CEO라고 해서 학교, 병원, 국가의 훌륭한 경영자가
되지는 않는다. 비영리 조직에서의 CEO형 우두머리의 경영 실패는 조직
구성원의 비효율성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우두머리가 그 조직과 기업과
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머리가 복잡한
독자를 위해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객관적인 평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혹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핵심
역량이 공존하거나), 우두머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 CEO형 우두
머리는 조직의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경영학에서의 주요 연구 대상은 기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영학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CEO나 성공하
는 기업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CEO나 기업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경영학의 부작용을 줄여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 기업 활동의 피해자가 기업을 고소하듯이, 미래의 누군가
가 경영대학을 고소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CEO형 우두머리라면 이
역시 감수해야 하리라). 혹시 모를 미래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KAIST 경영대학의 정문 옆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달았으면 한다.
“경영학은 당신의 조직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1학년~4학년.
Holmstrom, Bengt and Paul Milgrom(1991)“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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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You Special?
소윤창 IBM GBS 상무 강연

박달원 기자

지난 3월 20일 경력개발세미나(담당: 배보경 교수) 과정의 일환으로 소윤창 IBM GBS 상무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소윤창 상무는 현
재 IBM GBS에서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Biz 컨설팅, 컨텐츠 지원, IT 컨설팅, 신성장 사업(Digital Media, U-city, UHealthcare & Life Science)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이번 강연에서 소 상무는 본인의 경력 개발 과
정을 소개하고,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세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IBM GBS 소개
BM의 제공 서비스는 경영 전략과 정보 기술의 연계가 그 핵심이다. 제공
하고 있는 서비스는 경영 컨설팅, IT 컨설팅, 솔루션 컨설팅, 전략적 아웃
소싱(Strategic Outsourcing) 등이 있는데, 2002년 10월 한국IBM 서비
스로 출발해, 이후 PWC와 합병, 세계 최고의 IT 기업과 세계 최고의 컨
설팅 회사가 만나 컨설팅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산업
별로는 금융 산업, 통신 산업, 제조 산업, 유통 산업, 공공 산업 등의 영
역을 커버하고 있다.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는 길
초기 경영 컨설팅은 회계와 산업공학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근간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략(Strategy),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운영
관리(Operation Management), 정보 기술(Information & Technology)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두루 적용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략 수립, 문제 해결 등의 수준까지만 컨설팅하고 실행은 고객사에서 알
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전략, 전술, 실행, 평가까지 컨
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인 컨설팅의 프로세스는 현상 및 문
제점 파악, 분석 및 원인 규명, 해결책 개발 및 평가, 대안 제시 및 실행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컨설턴트로서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
과 체화가 병행돼야 하는 한편, 아는 것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도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성, 열정, 체력, 자존심이 요구되는데, 특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
야 한다.“Sound Mind Dwells in Sound Body”
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
어야 한다.
끝으로“What Makes You Special?”
이란 질문을 항상 진지하게 끊임없
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만의 길을 열어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컨설
턴트가 될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특히 성공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아울러 개인의 비전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공
감을 얻었다.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며, 일관되게
정립한 후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턴트
를 꿈꾸는 많은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최고의 컨설턴트로부터 경력
개발의 노하우를 한 수 배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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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안승준 삼성전자 전무 강연

박달원 기자

지난 4월 10일 경력개발세미나(담당: 배보경 교수) 두 번째 초청 강연이 개최되었다. 강사로 초청된 삼성전자의 안승준 전무는“디지털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호응 속에 강연을 이끌었다. 디지털이라는 혁명에 의한
지식사회의 도래에 따른 HR의 변화와 전략의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향후 KAIST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강연이었다.

경영환경의 변화와 지식사회의 도래
경영환경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전, 융복
합화 가치의 확산, 무형의 가치 극대화 등의 변화는 핵심역량 중심의 경영
을 요구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이제 디지털혁
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향후 2년 동안 발생할 정보의 양은 현재까지 인
류가 축적해 온 정보량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생
성되는 정보량은 매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해왔고, 미래 사회에서는 한 사
람당 1 테라바이트(Tera Byte)의 정보 저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정보 중심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이외에 지식이 근본적 경제활동 매개체로 등장하게 된다. 즉,
지적 창의력, 아이디어, 상상력이 결합된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이 지식사회
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지식 경영의 핵심 주체는 창의력을 갖
춘 사람이며, 지식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제품 가격의 급락으로 경영
에 스피드를 요구한다. 이는 곧 시간과의 싸움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급격히 나타나고 기업의 흥망성쇠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마
지막으로 산업 내, 산업간 컨버전스로 경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핵심역량을 갖추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Digital 시대 HR의 변화 흐름과 전략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경쟁력이었고 농업적
인 근면성이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르고 정
확한 의사결정,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곧“독창성과 차별성과 특별한 가치(Unique & Different & Special
Value)”
를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 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조직, 핵심 인
재 중심, 시가주의, 개별 노사관계, 가치중심 기업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전략을 면밀히 수립
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날로그 시대의 보이는 가치, 역
량은 중요하지 않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변화된 역량을 갖추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적자생존의 법
칙은 적용되고 있다.
변화에 맞서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래가 불확실한 디지털 시대에서 유연하게 변화에 발
을 맞추어야 한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동물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개인의 핵심역

량을 추구하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로서의 승부 근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끊
임없이 정보를 얻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경영 환경 아
래 영어와 제2외국어 하나쯤은 필수적으로 익혀두어야 한다. 셋째는 조직
생활 경험과 직업관 확립이다.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의 직업이 아닌 일생
을 두고 걸어갈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사농공상의 직업적 서열,
사회적인 평가보다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과제 탐구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윈윈(Win-Win) 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 기초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통해서만 기술은 진보할 수
있다. 최근의 학문은 점차 주변 분야를 융복합화하는 추세이다. 시대의 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동
시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모험정신과 도전정신, 그리고 창
조적 끼를 보유한 국제적 감각의 인재가 되어야 한다.
본 강연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
스스로를 되짚어 보고, 개개인의 경력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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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방과 후 도서관
“가장 허름한 옷을 입히세요.”왜냐하면‘더럽히면 엄마한테 혼난다’
든지,‘찢어지니까 아
이들하고 놀 수 없다’
는 금지 사항이,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흙투성이가 되고 찢어져도 상관없는, 가장 허름한
옷을 입혀 보내 달라는 부탁이었다.
- 창가의 토토 中 -

김영수 기자 _ 경영공학 박사 과정·동아리 회장

KAIST 경영대학 앞 홍릉 초등학교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방과 후에 특별히 갈 곳 없는 학생들을 모아 동대문구 정보
화 도서관에서‘방과 후 도서관’
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9명의 학생들이 KAIST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현장을 이
번 호에 생생히 소개하고자 한다.

도서관에 사랑의 씨앗을 심다
2007년 3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기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학, 영어, 컴퓨터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
들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양했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다. 의기는 충
천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과 혈기 왕성한 아이들…. 말 그대로
통제 불능이었다. 교실 바닥을 기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 울고, 이게 정말 초등학생들인가 싶을 정도로 비속어가 난무했다.
겨우 진정시켜놓고 진도를 좀 나갈까 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물 좀 먹
고 올게요, 과자 사주세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안하려고 발버둥
쳤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 정말 왕 초보였다.

장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식으로 그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고 잘 따라
줄 것이라 느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
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아이들도
점점 벽을 허물어간다는 느낌. 요즘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얼마 전 스승의 날에
“선생님은 제 스승이에요”
라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참 대견스럽고 행복해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난다. 스승의 날 선물로 받은 별사탕은 아마도 영
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아, 항상 짓궂게 굴고 말은 잘 안 들어도 우리
를 선생님으로 생각해주는구나!’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날들

가르치며 배우는 선생님들의 바램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 내어 오는 선
생님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였다.‘선생님 왜 오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
하는 아이도 있었고,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말을 들은 체도 안
할 때,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조
급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이 부족했구나, 절감하게 되었다.

1년 넘게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구
구단, 영어 단어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
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따듯한 보살핌이라는 것이었다. 단지 KAIST 선
생님들이 곁에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많은 것을 얻어갈 거
라 믿는다. 물론 내 자신도 늘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다.

임진흥 선생님(금융 MBA 07)이 어느날 한 얘기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
다.“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에게 짧은 시간 동안 사회 통념상 바르다고 여겨지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다음부터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여유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창가의 토토’
에 나오는 교

현재 박광우 교수님과 38명의 KAIST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
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
1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충분. 언제든, 많은 분들의 연락
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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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 컨설턴트를 꿈꾼다
KISC

김경진 기자

우리나라에 IT 전략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전산화 개념으로 단지 회사 업무를 자
동화하는 지원적인 기능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조직의 전략적 방향 설정에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IT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개념이 변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기업에 맞는 IT 환경에 관심을 돌리게 된 요즘,
IT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 컨설턴트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KISC를 만나 보았다.

KISC 소개

KISC만의 장점

KISC는‘KAIST IT Strategy Club’
의 약어로 테크노경영대학원장 한인
구 교수님의 지도 아래 IT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산업 환경 분석, 비
즈니스 성공전략 연구를 통해 컨설팅과 전략 기획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
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해당 업계로의 진출을 준비하고자 결성된 동아
리이다. 2005년 MIS 2005 학번을 중심으로 ERP연구회 소모임으로
결성되었으며, 4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테크노 MBA와 정보미디어 MBA
학생 15명이 관심 분야에 따라 팀을 구성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모임에서 진행되는 연구 발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의
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실 KISC라는 이름만 듣자면 자칫 딱딱하고 지루한 동아리라는 선입견
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구성원들 간의 스스럼없고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친목 도모에 가치를 두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홈 커밍
행사를 통한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인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
음은 물론이고,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프
레젠테이션 기술을 습득하고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으로 향후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KISC 계획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매학기 지도 교수님의 주최 아래 동아리 졸업생 홈 커밍(Home Coming)
행사가 이루어진다. 저 역시 선배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두 번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선배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본
인의 경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도 좀더 가깝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 실제 기업 면접
이나 잡 페어 등의 행사에서, 이미 모임에서 인사를 드렸던 선배님이 해
당 기업의 면접관으로 동석해 있는 경우도 많고, 수많은 선배님들이 다양
한 컨설팅 회사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관련 정보의
수집 및 컨설팅 회사로의 인턴십 포지션을 추천 받을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

작년까지는 기존 기업들의 세부적인 시스템 프로세스 도입 사례 위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MBA라는 본질과 회원들의 변화
된 니즈에 맞춰 다루는 주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IT 및 정보 통신
분야로의 동아리의 방향 전환을 위해 주제의 범위를 넓혀 IT·정보 통신
시장의 최신 정보와 산업 환경 분석, 성공 기업의 성공 전략 연구에 초점
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연구 주제 또한 IT 컨설팅이나 기타 시스템 분야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 전자상거래, 포털 서비스, 차세대 통방 및
하이테크 산업까지 IT 기술이 활약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전략 연구를 아
우르고 있다. 가을 학기에는 취업을 앞둔 만큼 졸업생 선배들 및 관련 업
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항상 능동적
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활기찬 저희 동아리에 많은 관심이 생
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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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의 경제학에 몰두하다
하이테크 혁신전략 연구실
도보람 기자

하이테크 혁신전략(High-Tech Innovation Strategy, 이하 HIS) 연구실은 기술 혁신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기술 혁신의
경제학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일지 모르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히 연구되는 학문 분야
이며, 기술 혁신에 대한 경제적 연구는 산업 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과 경제 성장론(Economic Growth) 및 경영 전략
(Management Strategy) 등에서 주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기업의 성과와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R&D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HIS 연구실은 이런 기업의 연구
개발(R&D) 행동과 그에 따른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특성과 R&D 집약도의 관계, 기업의 R&D와 그
결과 발생하는 기업의 시장성과(이윤, 성장, 생존)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
(시장집중도, 산업 진화)의 관계, 다양한 형태의 기업 R&D 행동(클러스
터, 공동 연구, 기술 다각화)의 결정 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시적 경제 모형을 개발해 관련 현상을 설명하
고, 실제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함
으로써, 이론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분석을 지향한다.

With Creative and Stylish Economist
하이테크 혁신전략 연구실의 지도교수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창양 교수다. 그는 지금까지 수준 높은 국제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
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 수상, 2008
년 송곡과학상(과학기술이론과 정책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학자에 대한 상, KIST 초대 소장과 과기처장관을 역임한 故 최형섭 박사
의 업적과 뜻을 기리고자 제정)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산업조직이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슘페터 가설
(Schumpeterian Hypotheses)에 대해 기술 능력(Technological
Competence)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논문은 2007년에 출판된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제 3권에 인용되기도 했다.
현재 경영공학 전공 책임교수를 맡아 바쁜 와중에도 그의 연구는 계속되
고 있다. 한편, 이창양 교수의 재미있고 명쾌한 수업은 교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우수강의상(2002, 2005)과 창의강의대
상(2008)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학문적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HIS 연구실에는 현재 박사 과정 3명과 석사 과정 3명이 재학 중이다.
HIS 연구실의 특징 중 하나는 지도 교수의 직접적 지시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분야를 찾아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찾은
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수준의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세미나와 수시 토론을 통해 지도교수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학문적 엄밀성과 더
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강조한다.
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는 교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내
Ph.D.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이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5, 2007), 기술 혁신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인‘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 Conference 2006’
에서 발표한 논문이 베스트 페
이퍼(Best Paper)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유리 학생은 지
속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 2008년 인수장학생(인수장학회에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故 김인수 교수의 학문적 열정을 계승하기 위
해 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으로 선정되었다. 박사 과정뿐 아
니라 역대 그리고 현재 석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이창양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Koji군(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
과정) 역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들의 학구열은 아침
일찍 껴지고 밤늦게 꺼지는 이 연구실을 더욱 밝히고 있다.
이런 활발한 연구와 학업 활동 못지않게 연구실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매일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풍기는 밝고 깨끗한
연구실은 연구 활동의 근거지이면서, 동시에 구성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장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도교수와의 티타임, 캐럴과
먹을 것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파티, 재학생 생일 파티와 회식 등은 이 연
구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에는 학교 역사상 최초로 연구
실에 멋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다른 연구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졸업생들
HIS 연구실의 졸업생들은, 십년이 채 되지 않는 연구실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정책 연
구기관, 국책 금융기관, 민간 대기업, 심지어 사법부로도 진출하여 각자
제 몫을 다 하고 있다. 홈 커밍 데이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연구실을 찾
아오는 졸업생들이 선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맛있는 식사는 재학생에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창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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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사 및 석사를 통해 정치학, 경제학, 정책학을 전공했고, 재학 중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1985). 이후 산업자원부(前 상공부, 통상산업부 포함)에서 근무하며 기술정책 및 산업과 관련된 경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1999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INSIDE ZONE _ Campus Story

도보람 기자

Jazz Diva
Woongsan Live Concert
지난 4월 17일, 1호관 대강당에서 2008년 KAIST 초청공연의 일환으
로 재즈 보컬 웅산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공연에는 교직원과 학생, 친지
와 가족들까지 많은 KAIST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재즈 보컬과
뮤지컬 배우를 넘나드는 실력파 뮤지션인 웅산은 이번 공연에서 재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재즈의 역사를 자신의 노래를 통해 설명해
주는 등 뛰어난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공연에 참가한 여러 관객들은 1
시간 남짓 진행된 웅산의 공연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재즈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KAIST 경영대학 어울림 체육대회
4월 25일, 경기도 양평의 NS교육원에서 2008 KAIST 경영
대학 어울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
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송천 교수를 필두로 한 여러 교수
진과 학생들의 숨 막히는 축구 경기가 펼쳐졌고 이어 풍성한 점
심 식사가 마련되었다. 다행히 오후에는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
고, OX 퀴즈와 피구,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총 경기 결과 07학번 팀이 08학번
팀을 50점차로 승리했으며, 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
다. 체육대회는 좁은 학교에서의 학과 공부에만 익숙해진 경영
대학 학생들이 자연을 만끽하고 체력을 다지는 기회였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교환 학생과 교수가 함께 경기에 참석하여‘어울
림 체육대회’본연의 의의가 더욱 빛났다.

주크박스 봄 공연
KAIST 유일의 밴드 주크박스의 봄 공연이 4월 30일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주크박스 by 소
녀시대’
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녀시대의“만약에”
와 이승철의“소녀시대”등을 열창했다. 관객들은 무료 제
공된 맥주를 마시며 각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감상했다. 관객들은 주크박스의 공연을 통해 대학 생
활의 에너지를 느꼈다고 전하며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 실력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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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BA 이공계 출신 절반, 금융전문가 업그레이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UNGC)가 <사회책임 경
영교육을 위한 원칙(PRME;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에
참여한 100개 경영대학을 발표하고, 사회책
임 경영교육과 연구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산
시킬 것을 선언하였다. PRME는 작년 7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에서 발의한 경영교육 헌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을 위한 경영교육의6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하버드, 와튼, 인시
아드 등 세계적인 경영대학이 PRME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는 KAIST 경영대학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내 MBA의 선두주자인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1996년 미국식 전
일제 MBA 스쿨로 문을 연 이후 13년째를 맞이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MBA로 풍부한 운영 노하
우와 함께 1,800여 명의 국내 최대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주철기 사무총장은“세계적으로 100개
의 경영대학이 PRME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PRME의 사회책임
경영교육 원칙이 국제 경영교육계의 정식의제가 되었다”
고 하면서,“앞
으로 우리나라 경영대학의 글로벌콤팩트 가입과 PRME참여를 적극 권
유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PRME에 참여하고 있는 KAIST 경영대학은 이번 PRME
참여를 계기로 전략, 조직, 마케팅 등 경영학의 모든 기본 교과목에서
기업사회책임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기업
과 사회’
,‘금융과 사회’
,‘기업과 법’
,‘환경경영’
,‘지배구조론’
,‘사
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영리경영’등의 기업사회책임 특성화 과목을 개
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분야의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
터 MBA 프로그램에‘경영과 사회 집중과정’
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배순훈 KAIST 경영대학 학장은“최근 여러 기업관련 사건사고와 사회
책임투자 시장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업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 하면서 연내에“기업 실무자를 위한‘CSR 전문가 과정’
을개
발하겠다”
고 하였다.
연구사업으로는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를 활성화하고 기업사회책임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하는 기본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전략, 조
직, 마케팅, 생산경영,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서 교수들의 기본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활동과 인권, CSR 데이터베이스 개발,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경영전략 등의 수탁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의 소장인 안병훈 교수는“기업 현장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학 협력네트워크”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CSR 관련 기
업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산학협동 CSR 포럼’
을 기획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사회
책임 경영교육을 위한 국제포럼’
을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PRME 원칙
의 현실적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 CSR 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5개의‘워킹그룹’
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KAIST 경영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 및 연구활동 기획과 관련된 2개의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00년 7월 코피아난 前유엔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한 자발적 국제협약으로 기
업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세계
적으로 116개국에서 5,00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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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맥킨지, BP, IBM, HP,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다국
적 기업들과 삼성그룹, LG그룹, SK텔레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핵심인재로 활약 중이다. 지난 2006년에는 금융전문대학원(금융
MBA)과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정보미디어 MBA)을 개원해 금융과 IT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www.kaistgsm.ac.kr)에서 운영하는 `테크노 MBA`
는 미래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국내 최초 2년 전일제 일반 MBA 과
정이다. 마케팅, 벤처경영, 회계 및 재무, MIS 등 9개 집중 분야를 다
루며, 전 세계 파트너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하계ㆍ
동계 미국, 중국 등 해외 `필드트립`이 제공된다.
IMBA 코스는 산업체 파견자를 위한 1.5년 전일제 MBA 과정이며 마
지막 학기 MBA 학생이 회사에 복귀해 기업이 당면한 현업 문제 해결
을 위주로 프로젝트를 지도교수와 같이 수행한다.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말 MBA 과정인 `Executive
MBA`는 교육과 전략, 재무, 마케팅, IT 등 경영학 핵심 분야와 CRM,
6시그마 등 경영학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관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미국 USC, 스페인 IE, 프랑스 HEC 등에
서 해외 필드트립 수업을 실시하며 30% 이상 영어 강의로 진행된다.
금융전문대학원(kgsf.kaist.ac.kr)에서 운영하는 `금융 MBA`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누비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ksim.kaist.ac.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미
디어 MBA` 코스는 80% 이상 영어 강의로 진행되며 경영자문 실습을
통한 산학협동 기회와 컨설팅 실무능력 제고 기회를 부여한다. 여름 학
기 미국 USC에서 해외현장 연구가 실시되고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만
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맞춤교육이다.
매년 KAIST MBA 신입생들의 50%는 이공계 출신이며, 그 중
60~70%가 경력전환을 하고 있다. 취업률은 연간 98~99%를 나타낸
다.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6년 7월 동문 476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동문 진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졸업생 절반 이상이 금융권과 국
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졸업생 48.3%는 마케팅, 전략, 경영기획,
자산운용 등 각 기업 핵심부서에 종사하고 있다.
실전투자펀드 운용, 인턴십, CEO 특강 등 실무경험을 통한 비즈니스
스킬 함양 역시 KAIST 경영대학만의 매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
융실습 교육시설인 `로이터 트레이딩센터`는 최첨단 A/V시스템과 전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업무상황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테크노 MBA` / `IMBA

(02)958-3642, 3975

Executive MBA`

(02)958-3228, 3403

금융 MBA`

(02)958-3121, 3167

정보미디어 MBA`

(02)958-3641, 3661

정보미디어 단기강좌 개최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기업체 상무/팀장급 이상 재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KAIST 정보미디어
단기강좌(IT/미디어 융합과 신사
업 설계)가 개최되었다. 이 강좌
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
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정보미디
어 연구센터, 정보미디어 경영대
학원, 한국IT기업연합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강좌 구성
첫째 날

컨버전스와 IT기업 전략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KAIST 겸직교수)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3.0 제품 플랫폼 전략 (오종훈 Postech 교수, 펄서스테크놀로지 대표)
협상 전략 (김철호 KAIST 교수)

둘째 날

신사업 전략 설계Ⅰ,Ⅱ (배종태 KAIST 교수)
2010년 IT/미디어 산업 메가트렌드 (조범구 Accenture 대표)
미디어 융합 환경 하의 신제품 개발과 경영의사결정 (안재현 KAIST 교수)

인도 Edvance Learning사 Arun Arora 회장 방문
지난 4월 18일 Edvance Learning사의 대표인 Arun Arora 회장이 차
동완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 및 소속 교수들과 만나 대담을 가졌다.
Arun Arora 회장은 인도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Benett, Colemann
& Co. Ltd.의 회장을 역임한 인
도 미디어 분야의 대표 인물로,
이번 방문은‘한국국제교류재단’
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Arun
Arora 회장이 한국의 미디어 분
야에 특화된 경영대학원인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
큰 관심을 표명하여 이루어졌다.
대담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인도와 한국
의 미디어 시장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도래할 IT/미디
어 컨텐츠 융합시대에 미디어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AJU-KAIST GMP 과정은 앞으로 8개월에 걸쳐 글로벌마케팅, 경영
전략, 재무, 회계, 리더십 등 경영 각 분야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는 한
편 프로젝트 수행과제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결코 짧지 않은 8
개월간의 대장정의 막이 오른 만큼 AJU-KAIST GMP 과정생 모두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파이팅을
크게 외쳐본다.

국민 성공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최근 들어 복잡계 경제학 개념이 기존에 통용되던 사회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있었던 정보미디어 최
고경영자과정(ATM) 조찬 특강에서도 복잡계 경제학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초빙,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경제 발전의 개념을 재조명하며, 시장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
할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시장의 핵심 기
능은 차별화를 시켜주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시장 참여 주체들
을 성공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 강연의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불균형
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류를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도 제시되었다. 이렇게 성공 친화적인 사회 분
위기 속에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M 총동문 조찬
지난 4월 8일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AIM 총동문 조찬은 2008년 AIM
총동문이 함께 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서브프라임 위기의 교훈”
을 주제로, 김경수 한국
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졌다. 민감한 경제 현
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분
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한인구 테크노경영대학원장, 김성희 과정 책임교수 등
KAIST 교수진 및 아주그룹 문규
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자리하여 긴장과 설레임이 교차
했을 입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누구보다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경영자들이 AIM 총동문
조찬에 180명 이상 참석하는 데
에는 여느 모임과는 차별화된
KAIST AIM만의 색깔이 있기 때
문이다. AIM 조찬은 동문들의
재교육에 초점을 맞춰 급변하는
경영 트렌드를 읽고, 이를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
한다. 조찬 강연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다시 참석율의 증가로 이어져
폭넓은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있다.

문규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AJU
-KAIST GMP 과정은 아주그룹
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한 조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동문 조찬을 비롯한 정기적인 모임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 지속적
인 교육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AIST 경영
자과정을 대표하는 AIM 총동문회의 활성화가 KAIST의 비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신임 총동문회장인 구자섭 한국 SMT 대표
의 각오처럼 2008년 새롭게 구성된 AIM 총동문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아주그룹과 KAIST의 아주 특별한 만남
지난 6월 13일, 아주그룹의 글로벌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AJU
-KAIST GMP 과정이 KAIST라는 보금자리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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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14기 워크숍 및 해외연수

금융전문대학원‘중국 금융·증권 시장전망 포럼’개최

AIC 14기가 원주에서의 워크숍과 베트남 연수를 거치며 본격적인 궤
도에 올랐다.

지난 6월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중국 금융 시장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중국 금융·증권 시장전망 포럼’
을 개최했다.

특히 4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됐던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은 과정
초반 존재했을 거리감을‘급격히’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창 너머의 아름다운
전경을 외면한 채 평소보다도 강
도가 높았던 학습일정으로 힘겨
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러한 부조
화 역시 워크숍의 진면목이 아닐
까? 물론 이러한 아쉬움을 충분
히 보상해 준 엔터테인먼트 시간
도 가졌다. 작은 공 하나에 모두
의 응원을 싣고 열심히 뛰었던 족구경기, 반별 대표 주자들의 펼친 장
기자랑과 변정주 교수님의 깜짝 마술 쇼까지, 이날 14기의 끼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
장과 전 재경부 장관 출신인 이규성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4
개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리양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 껑시
아오 칭화 브루킹스 공공정책연
구소장, 우샤오치우 중국인민대
학 금융증권연구소장, 치량 중국
은하증권 부사장 등 중국 정부
및 재계, 학계의 내노라 하는 인
사들이 강연자로 나서 중국 금융증권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에서부
터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차이나 펀드, 중국의 금융개혁에 이르기
까지 금융·증권 시장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글로벌 경영학습을 위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해외연수는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 과제를 발견한
기회가 되었다.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발
전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에 따른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
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 유익했다.

정구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원장은“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 시장뿐 아니라 세계 금융 시장과 밀접
하게 연관돼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이 학계 및 정부, 기업이 연계돼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기업과 정부
의 금융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학습한 최신 경영이론으로 무장하고 이번 워크숍과 해외연수
를 통해 습득한 실용적인 지식과 글로벌 비전을 접목해 AIC 14기 모
두가 진정한 실력을 갖춘 Pre-CEO가 되길 바란다.

대우증권-KAIST 금융전문대학원, 산학연계 협약 체결
KAIST 금융전문대학원(KGSF)은 지난 6월 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대우증권(대표 김성태)과 공동연구, 인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위한 산학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파생상품 평가모델 개발 등 금융공학 분야를 공
동으로 연구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 분석에 필요한 포럼을 함께 개최하
기로 했다. 아울러 대우증권은
KGSF에 학점이 인정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입사 특
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KGSF는 대우증권 임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파생상품 분야에서 이론과 시장을 접목한 폭넓
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파생상품 부문의 경쟁력을 글로벌 IB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
이다.
김성태 사장은“국내 금융공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과의 산학 협력은 대우증권의 신상품 개발능력
향상 및 우수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성공적인 산학 협
력 모델을 만들어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및 교육 분야를 한 단계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32

| 2008 Summer

2009학년도 MBA 학생모집
2009학년도 MBA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학설명회 및 원서접수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9학년도 KAIST MBA 입학설명회
전공
일시
장소
대상
참가신청
문의

Techno-MBA, IMBA, 금융 MBA, 정보미디어 MBA
2008.8.30(토) 14:00 ~
KAIST 경영대학(서울 홍릉 위치), 대강당
KAIST MBA 입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신청
MBA 마케팅실 황은정(hej@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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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8(수) ~ 10.22(수)
2008.10.24(금)
2008.11.12(수)
2008.11.14(금) ~ 11.18(화)
2008.11.27(목)
교학팀 지주희(jhji@business.kaist.ac.kr)

홈페이지

http://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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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탁 소식

동문 서비스

동문 후배사랑 장학금 기탁 소감문

2008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떠나는 쥐를 사랑한다. 나는 이솝이 비
웃은 소처럼 커지고자하던, 물마시고 기어이 배 터져 죽어버리고만 개
구리를 사랑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극복하려는 데 남달랐으므로. 나
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또는 보였던 일들을 극복했거나 또는 그렇지 못
했거나 극복하려는 자들을 사랑한다.”
2008년 3월 25일 위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편지가 도착했다. KAIST 경영대학이 세계 최고의 학교로 발전
하는 데, 매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을“후배사랑 장학금”
으로
기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희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KAIST 경영대학 및 MBA 과정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소망하며, 후
배들이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희망한
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면 후배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더 훌륭한 인재들이 될 것이고, 더 살 만한 세상을 만들
것이고, 선순환되어 더 훌륭한 후배들이 모여들 것이고, 더더욱 살만
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정성을 담아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없을
때 정성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68명의 멘토와 72명의 멘티가 참가한 가운데, 5월 17일 멘토 위촉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멘토와 멘티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전 동문을 대상으로 멘토 지원을 받았고, 재학생 멘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모집해 총 68팀의 멘토링 팀이 구성되었다.
해외 주재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
생들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특히 경력 전환에 관심이 많은 이공계 배
경의 MBA 재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후 각 팀은 수시 온라인 미팅과 회사 방문,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받고, 관심 분야에 자신의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힘쓰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월까지 활동한 후 보고
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2월 학
위수여식에서 부총장 명의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받게 된다.
문의 정나래 (T 02-958-3249, E nrjung@business.kaist.ac.kr)
문의 심유미 (T 02-958-3288, E shim@business.kaist.ac.kr)

2008 Homecoming Day!
기억에 남는 순간들!

한편, 너무나 작고 당연한 일로 크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으
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사코 실명 공개를 마다했고, 다만
학교에 좋은 전통을 세워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할 동문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후배사랑 장학금’
은 2007년 학부 및 석사 재학생들이 졸업 후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한 후배의 한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내겠다는
약정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졸업 후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후배
사랑 장학금’
을 약정한 익명의 이 동문이 첫 기탁자가 되었고, 이러한
선배의 각별한 애정이 후배들에게 전해져 장학금의 경제적 혜택은 물
론, 정신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 후배사랑 장학금 약정자 명단 | 2008. 6월말 현재
강소희, 강창모, 김경곤, 김다혜, 김동수, 김동엽, 김응식, 김진주, 나
희정, 남정우, 모승한, 민병선, 민주현, 박성혁, 양우생, 이민재, 이은
경, 임재환, 임형수, 정광재, 정성훈, 조동희, 최원혁, 허주원, 허준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2008. 4 ~ 2008. 5
한국산업은행
경영과학 14기(86학번) 일동
테크노 MBA 4기(98학번) 일동
대우증권
이규성 교수, 前재경부 장관
양우생 테크노 MBA 2003학번
강철구 MIS MBA 2003학번

100,000,000원
31,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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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Management Complex
1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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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ummer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KAIST Business School
2008 KAIST MBA 입학설명회
일시 : 2008.9.6(토) 오후 2시
장소 : KAIST 경영대학(서울 홍릉 위치) 대강당

2009학년도 KAIST MBA 학생 모집
원서접수(인터넷) : 2008.10.8(수) ~ 10.22(수)
TEPS 특별전형 : 2008.10.24(금)

http://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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