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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세계화 시대의 연구개발

경영학 내지는 경영원리가 보편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영이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직결합적인 생산 활동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은 자연과학의이론 같은 정밀과학에서발전되는보편성은 없어도어느 정도의 보편성이있으며 따라서지

유지하고, 혹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잘 나가는 최종제품

금의경영학은미국식경영학일뿐그원리나내용이한국, 일본, 중국등동양의기업에게는잘맞지않는다

생산기업들이 예외 없이 제품의 주요 구성요소들, 많은 경우 핵심 구성요소들 까지를“전략적 외주”
에의

는주장이있어왔고, 70년대일본기업이승승장구할때일본의집단주의에바탕을둔경영학의우수성에관

해 제공받고 있다. 나아가 제품의 구성요소들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생산 그 자체, 제품시험, 판매, AS,

심이모아지기도하였다. 이때오우치교수등은이른바“일본식경영학”
인Z 이론을제창하기도하였다. 이

고객관리등에 이르는 서비스들 까지 외주에의존하는 경우도 일반화되고 있다.

에 자극을 받아 국내 일부 경영학자들은 한국식 경영학을 추구하면서 이른바“K 이론”
을 발전시켜보려고

최종제품의 기술성과 시장경쟁력은 이들 외주기업들이 제공하는 구성요소나 서비스의 종합적인 기술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논란을 종합하여 잠정적 결론을 내리

성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이 외주를 받아 제공하는 중간제품, 서비스 등은 그 하

자면, 경영학에는완벽한보편타당성있는자연과학과같은이론은없다라고할수있겠다. 그러나기업경영

나하나의 분야가 고도로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글로벌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오늘날 가장 왕성하고

의문제를어떤관점으로인식하고파악하느냐는분명히보편성이있다고생각된다.
예를 들어 서양학문의 과학철학은 사물과 현상의 인식에서 환원주의적(Reductionism)관점이 분명하며

이진주

경상현

중요한 기술발전의 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의 모든“현상파괴적인 기술(disruptive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전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technology)”
의 산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종제품생산기업이 선택하는 외주기업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항상 부분으로, 요소로 분해하여 분석한 다음 이를 종합하는 환원주의적 관점인데 비해 동양철학이나 인식
의바탕은항상전체(holon)를먼저파악하고, 그러한전체적맥락속에서부분과요소를이해하는옴살스런( holonic) 관점을보이고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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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이 맡은 각각의 분야에서 기술, 품질,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한다.

것이여러가지로입증되어있다. 그래서구미경영학은대기업의경영에적합한전문화기능의경영이론이발전해왔고최근에각광의대상

이와 같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전략적 외주는 가장 우수하고 새롭고 경쟁력 있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이 되고있는벤처경영이나중소기업경영, 혁신경영등의분석과이해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는것이다. 위와같은보편성있는두번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 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제한적일 수밖

째관점의차이는경영현상을확정적(deterministic)모형이아니라확률적(probabilistic) 모형이라는관점의차이, 세번째로경영학은인지적

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경영학이론이나경영에반영하느냐가전환기의우리의과제라고생각된다.
지면사정과 논리전개의 난삽함을 피하기 위해 위의 3가지 관점차이 중 첫번째 관점 차이인 옴살스런 경영 부분만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근래에 들어서는 종전에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자산,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어 꾸준히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까지가 외부로부터의 획득대상이
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경우 최종제품생산기업에게는 어떤 제품개발과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획득할 것인가를 현명하

살스런(Holonic) 경영을 하는데 있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전문화를 통한 기능별 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조직구조가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공

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술통합능력(technical integration capacity)이

룡조직이되고, 주어진여건에서최선책을모색하는합리성의테두리에갇히게되고, 공급자중심의효율성을추구하기되고, 조직구성원들

자체적인 연구개발능력에우선하는 기업핵심역량이된 것이다.

은주어진책임만을다하려는고용인의식속에머물게된다. 그러나옴살스런경영에서는조직구성원모두가무한책임을갖는주인의식으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사용된

로뭉쳐, 조직전체가하나(holon)처럼움직이면서도유기적, 혁신적조직을만들게된다. 즉역동적이고불확실성으로가득찬환경을창조

다. (1) 국내외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주어진 조건의 테두리를 부정하고 뛰어넘어 기회창조의 최선책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기업목표는 고객만족

방법; (2) 국내외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공유를 전제로 국내외 창업기업에 투

을위한수요자중심의전략으로차별화를도모하게된다.

자하는 방법; (3) 국내외 타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법; (4) 우수한 연구인력

최고경영자가옴살스런경영을위해대기업을벤처기업과같은중소기업의연합체로만들기위해서는인간자체를존중하고, 조직구성원

과 정부의 연구진흥정책 등 좋은 여건을 갖춘 외국에 기술전초기지로서의 연구개발센터

하나하나가무한한 창조능력이있다는굳건한믿음하에자율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를위해비전을제시

를 설립, 운영하는 방법; (5) 국내외로부터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

하고, 조직구성원들이자기회사의비전을자기것으로받아들여실천하게함으로써도약을목표로삼도록해야한다. 따라서조직구성원들

을 수 있다.

이성장에필요한교육수단과자원을제공해야하며, 미래지평을열수 있도록분위기를조성해주어야한다. 옴살스런경영을하려면<작

우리나라의 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수 기업들의 전략적 외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택되는 경우

은조직>, <벽없는조직>, <열린경영>은필수적이다. 관리통제를적게하는만큼경영성과가 아진다는신념아래조직규모를줄여서움직이

가 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 외국의 유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든가 우리

도록하고, 조직계층을줄이고, 의사결정단계를4단계이하로축소하고, 불필요한관료적업무를줄여야한다. 조직의벽을 없애서열린경

의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일이 눈에 뜨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연구

영을하려면조직구성원에게의사결정에필요한모든정보를얻을수있다는믿음을주어야하며, 자유롭게의견을발표하도록해야할것이

개발 환경, 연구인력, 기술개발력 등이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그리고 우리의 기

며, 조직구성원에게최대한도로권한을부여해야한다. GE같은회사는위와같은노력으로3S(Speed, Simplicity, Self-Confidence)와벽없

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로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추세가

는조직의구축이가능해져세계 제일의혁신적기업의될수있었던것이다.

계속되고 확대되도록 하며, 외국 기업들의 전략적 외주라는 현실에 불구하고 우리의 실리를 최

실제로대기업이면서도대기업병을능동적으로극복하고있는ABB, 네슬레, GE 등의총수는한결같이“우리는대기업이아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의연합체일뿐이다.”
(We are not a big company. But, we are 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라고말하고있다. Frontier

대한 취하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기대한다.

Frontier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설명한다면 대기업이 관료병을 벗어나려면 벤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처럼 생동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의 특징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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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위주의학습이아니라지혜와실천에기반을두고강조하는행동적학습이라는관점등이보편성있는동서양의관점의차이이며, 이를

세계화 시대의 연구개발

나침반 / 기업경영의 한 관점: 옴살스런(holistic) 경영

기업경영의 한 관점: 옴살스런(holistic) 경영

유수 기업 관심 집중!
▶ Executive MBA 입학설명회 (9. 8)

동북아시대의 금융 핵심인력에 새로운 바람!
▶ KAIST 금융전문가과정 개설 (9. 2)

연구주제 선정 및 팀 구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구성된 Team별로

테크노 뉴스

AAPBS 컨퍼런스 통해 인도, 태국 대학원과 교류 체결

KAIST NEWS /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테크노뉴스

Project Proposal 준비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
뿐 아니라 Teamwork Game, 협상전략 강의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변해성 외, 애경 마케팅 대회 대상 수상

지난9월4일부터중국칭화대에서열린‘2005 AAPBS(아태지역경

Frontier

미래의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기업의 핵심인재들을 위한 글로벌 수

태국Sasin Chulalongkorn University 와교류를체결해, 학생교환및

준의 첨단 경영교육인 KAIST Executive MBA 입학설명회가 9월 8일

동북아시대를열어나가는현시점에서급변하는국제환경에능동적으

공동연구의길을열었다. 이번컨퍼런스에는아태지역12개국의75개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입학설명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조직을

로대처할수있는최고의핵심금융전문인재양성을목표로금융기관및

주요 경영대학 학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서양식 MBA교육 모

이끌고나갈능력있는경영자에대한시대적요구에발맞추어국내굴

관련단체의중견핵심인력을대상으로9월2일문을연KAIST 금융전문

델의 장점은 살리되 아시아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

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CEO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

가과정(KAIST Finance Mastership Program)은내년2월24일까지총19

다는점에대해활발한토론을나눴다. 또한얼마전미국IBM PC사업

행되었다. 김영걸교수(과정책임), 배보경교수(Director)의프로그램과

주간매주금요일과토요일에진행되며,첨단금융기법에서부터실무현장

부분을 인수해 세계 최대의 PC업체로 부상한 중국 렌샹그룹

입학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05년 여름학기에 실시한 미국, 중국 필드

에의적용까지맞춤형교육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입학첫날수업이끝

테크노MBA 1년차 변해성, 양은민, 조영오, 최경화 학생이 애경그

(LENOVO)의류추안지(Chuanzhi Liu) 회장과요나단뵈첼(Jonathan

트립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삼성전자, 삼성SDS, 기업은행, 현대오

난후에도각분야금융전문가들의높은학구열은늦은밤까지recitation

룹이 주최한‘제2회 KeraSys Marketing Competition’
에서 대상을

Woetzel) 맥킨지(McKinsey) 디렉터가주제발표를해, 세계가주목하고

일뱅크, SK C&C, KT&G, 서울보증보험, LG인화원, 남양유업등기업

과보충학습으로이어질정도이다. 황금같은주말저녁을반납한금융전

수상하는영광을안았다. 케라시스브랜드강화를주제로열렸던이번

7

의 인력개발 및 파견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지원예정자들이 참석하여

문가과정1기생들의분투에동북아금융허브의도래를예감해본다.

대회에서 이들은‘Brand Identity 재정립을 통한 KeraSys 브랜드 파

Frontier

6

영대학협회) 컨퍼런스’
에서 인도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와

있는중국산업계의흐름과인재상에대해알아보는시간을가졌다.

워 강화 전략’
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KeraSys 브랜드의 재활성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예비지원자 열기로 가득! MBA Open School

적으로커지고있고, 급변하는경영현실속에서본업을벗어나지않고

가 필요함을 3C(competitor, customer, company)를 이용해 분석하
고, KeraSys가기존에갖고있던긍정적가치를그대로유지하면서도

면서 현재 2006학년도 입학생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

소비자에게 뚜렷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직접적인 판매 증대에 기여

전자, 삼성 SDS, 기업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할수있도록색채마케팅과향기마케팅방안을제시했다.

설명회에참석한많은기업들이구체적인파견을검토중에있는것으

최경화 학생은“한학기 동안 공부했던 마케팅에 대해 실전 경험을

로 조사되었다. 중견관리자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 교육

쌓고향후경력개발에도움이되고자응모했다. 마케팅수업시간에사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KAIST Executive MBA는 2006년도 2월에

례들을 분석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해본 경험이 가장

첫졸업생을배출할예정이며, 11월1일부터4일까지2006학년도입학

큰도움이된것같다.”
고소감을밝혔다.

생모집을온라인으로진행한다.

2005 KAIST-CJ 비즈니스 플랜 대회
9월23일(금), KAIST MBA 출신의실력이인정을받고있는가운데,

공동연구 시너지 효과, Brown Bag Seminar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CJ가 공동으로 개최했던‘2005

미래 글로벌 비지니스 리더를 꿈꾸는 KAIST MBA 예비지원자 304명

연구 아이디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 발생을 목적으로

지난 7월 22일 CJ 그룹의 핵심 중간관리자 36명을 대상으로 CJ-

의열기가본교대강당을가득매웠다. 저녁7시, 북춤공연을시작으로

KAIST-CJ 비즈니스 플랜 대회'가 8월 30일 열린 시상식을 마지막으
로성공적으로막을내렸다.

마련된‘Brown Bag Faculty Seminar’
첫 모임이 9월 20일 개최됐

KAIST GMP(General Management Program) 과정이개설되었다. 본

학교소개 동영상, 대학원장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가장 관

다.@첫 공식행사에서는 이제호 교수가‘Incompatibility entry in

과정은 CJ 그룹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12월 23일까지

CJ그룹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신규사업 모델구축 방안을 내용으로,

심을둔Q&A 세션은교수, 동문, 인사담당자, 재학생이학업및학교생

small-world networks’
논문을 발표하고@@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총 2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며 경영전반에 걸친 기본지

본교배순훈교수와박남규교수를주축으로한전문가들이사업성및

활, 취업 및 경력개발, 국제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자

이 교수의 논문은 Working Paper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대학

식과 스킬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경영경제학과 계량분석을 핵

기술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최종상위5팀을가려냈고, 이들이8월

정까지 열기를 더해갔다. 참석자들은 설문을 통해 입학에 대한 구체적

원 제1호 공식 Working Paper로 선정됐고, 국.내외 사이트와 책자를

심 교과목으로 하여 과정생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30일CJ인재원에서최종프리젠테이션최종심사에참가했다.

인 정보와 학교의 노력과 열정, 재학생 및 동문들의 성실한 답변이 매

통해알려지게된다. Working Paper 편집위원회는대학원의연구분

을 향상시키고, 배정된 강의 중 일부를 영어로 진행함으로써국제적인

우유익했다고답했다.

위기조성을위해결성된모임으로성태윤, 석승훈, 박남규, 김보원교

안목과글로벌경쟁력을배양하도록구성되었다.

2006학년도 MBA 학생모집은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으
로접수를받는다.

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Brown Bag Faculty
Seminar’
는앞으로매달1회씩점심시간을활용해진행된다@.@

8월 12일(금)~13일(토)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앞으로 20시간에 걸쳐 진행될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본교에서는 경영공학 학사과정 4학년 박영호, 김희동, 이은주 학생
이실버산업의한분야를다룬‘CJ Senior Complex Town’
이라는주제
로금상을차지했다. 대상에게는상금2천만원, 금상1천만원등훌륭한
결과를낸팀에게는푸짐한상금이돌아갔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주말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회사입장에서는큰매력으로작용하

CJ 그룹 핵심 중간관리자 차세대 리더로!
▶ CJ-KAIST GMP과정 개설(7. 22)

한중일 유수 대학교 재학생들이 중심

일본기업의 향후 성패는 경영교육에 달려있다?
▶ 최고경영자과정(AIM) 23기 일본워크숍(9. 2~3)

이돼개최하는국제비즈니스콘테스트
인‘OVAL 2005 대회’
에서 테크노
MBA 2년차 이대환 학생이 3등의 영예
를 안았다. 이대환 학생은 중국 학생과

마련되었다. 역량개발팀의 백형진 팀장, 김동민 과정, 정지은 사원 뿐

본교 MBA 학생들이@비즈니스 필독서 20권을

과정책임이승규교수, 김영배교수, 배종태교수가참석한가운데, 현

엄선해경영학적@관점과독자의시각으로정리한

업에서완전하게분리되지않은주말프로그램의좋은점에대한만족

내용이 책으로 출간됐다.@권오찬 외 19명의 학생

감과 반면 회사, 가정,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화기애

들이 저저로 참가했으며,‘마켓리더의 조건(시아

애한분위기로무르익었다.

출판사)’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김영
사)’
등의@책을@조직/전략, 마케팅/컨설팅, 금융/

일본 학생과 한 팀을 이뤄, 최근 북경

경상현 교수, 정년 퇴임 맞아...

내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재무/생산, 경제/미래 분야로 나누어@
‘책의 주요
내용’,‘추천의말’
,‘책을읽기전’
,‘KAIST MBA Review’
로소개

Wudaokou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하고@있다.@책제목은‘KAIST MBA 비즈니스필독서20(해바라기출

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내는과제를부여받고, 한일의의류생산업체

판)’
이다.@(1만5000원, 392페이지)

들을연결하여이지역에판매체인을만들자는플랜을발표했다.
이대환 학생은“한국 학생들도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능력 면에서

최고경영자과정(AIM) 23기는 9월 2~3일, AAPBS 회원 학교이기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여줘 한국인의 가능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

도한일본게이오대학을방문하여워크숍을가졌다. 이날특강은Aoi

신입직원

다. 살아온 환경과사고방식이 다른외국 참가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학장(게이오경영대학)의“The rise and decline of Japanese firms”

본교는 재학생 및 동문의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강화와 고위경영자

상당히어렵다는것을많이깨달았지만, OVAL의가장큰의의중하나

과 Sekijima 사장(Hitachi’
s human development & educational

도이런갈등을경험하고극복할기회를가질수있다는것이아닌가한

subsidiary)의“Japane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로 진행

다.”
고소감을밝혔다.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두 강사는 자발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인재
와 수준높은 경영자 교육이야말로끝임 없는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글

가을학기, 홍릉을 방문하는 명사들
8

MBA 재학생, 비즈니스 필독서 묶어 책 발간

아니라, 학교측에서는 고위경영자과정 총괄 Director 배보경 교수와

사회각계각층에서다양한경험과안목을쌓은리더들을만나볼수
시30분까지진행된다. 기존에주로CEO 초청에국한됐던것에서벗어
나이번가을에는산악인, 여성마케팅전문CEO, 언론인등더욱다양
■일시및장소: 매주목요일16:00~17:30, 최종현B홀
■대상: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재학생및동문

으로 강조하였고, AIM 과정생들도 공감을 하였다. 또한 KAIST 졸업
생이며 AIM 23기 과정생인 이윤성 상무(SK C&C)는 이번 연수를 통
해 일본의 현 경영자교육 환경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본 과정에 자부
심을 느꼈으며, 입학 첫주의 해외연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
였다. 지난AIM 22기는중국북경의청화대학을다녀온바있다.

현대글로벌전문가과정, 달콤한 휴식 뒤의 다짐!
▶ 개강 파티(8.26) 및 간담회(9. 9)

9/29 LG 인사팀장 이병남 부사장:“LG의 지배구조 혁신과 리더십”

벨 연구소의 연구원 출신으로 민영화된 KT의 초대사장, 체신부 차

탄탄한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

맞았다. 한국의 초대 정통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경 교수는 96년

다. 앞으로 세계 TOP 10의 학교를 만드는 일에

본교초빙교수로취임해텔레콤MBA 분야지도를맡아왔다. 8월30일

제모든열과성의를다하겠습니다.

개최된 퇴임식에는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들과 텔레콤MBA 제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재현, 차동완 교수가 텔레콤MBA 과정

신은주(최고경영자과정(AIM))

을 운영하며 함께 겪었던 추억을 소개하며 감회를 나눴고, 제자로는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최고경영자과

KT 수도권사업본부황의계상무가대표로졸업생인사를하며존경심

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중하

을나타냈다. 경상현교수는현재한국전산원이사장역을맡고있다.

여 업무를 익히고, 매일 달라지는 똑 부러지고
야무진 담당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주치면
기분좋은넉넉한동료가되겠습니다.

백윤석, 이용경, 이장혁, 신임교수 부임
미국Long Island University에서교편을잡았던백윤석교수가이번
학기본교로부임했다. 백교수는펜실베니아Drexel University와와튼

10/13 삼성전자인사팀안승준상무:“디지털시대의인재양성”

스쿨에서수학후Purdue University에서전략경영으로박사학위를받

10/27 여성CEO 안석화:“글로벌기업의마케팅성공사례”

았다. 앞으로전략경영, 기술경영, 혁신경영과목등을담당할예정이다.

기업은행강권석행장:“중소기업지원활성화방안”

첫 직장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같은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소장 등을 맡았던 경상현 교수가 정년퇴임을

10/6 산악인엄홍길대장:“도전과극복”

11/3

김소희(Executive MBA)

윤여정(경력개발센터)
새로운 Job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여러
분을볼때면사명감이불끈솟습니다. 신속하고
알찬정보, 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성공
적인 취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

프랑스 HEC와 영국 Reading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쳐온 이장혁

11/10 중앙일보편집국김수길국장:“우리나라에서일류언론이나오려면”

하겠습니다.

교수도이번학기부터일년간초빙교수로본교에근무하게됐다. 이교
수는, 고객 평생가치 관리와 인터넷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대용량 고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 최고컨설턴트과정 간담회(9.27)

최정희(경력개발센터)

객정보를 활용하는 계량적인 마케팅 접근방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될

풀어나가야할과제들이많은경력개발부문을

예정이다. 이용경 前 KT 사장은 텔레콤MBA 과정 겸임교수로 부임했

담당하게 되어 부담이 됩니다만, 누구보다도 부

지난 8월 30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조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과정생들은 짧은 방학이었지만, 달콤한 휴식으로 재충전 후 학교로

다. 이교수는이번학기에강의를준비한뒤, 내년봄학기부터전자태

지런히뛰어야겠다는새로운각오로끊임없이연

드디어AIC 9기첫회식이마련되었다. 한달여간의수업을통해이미

돌아왔다. 2학기 개강파티 및 간담회에서는 학기에 시작되는 논문지

그(RFID),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IPv6) 등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구하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학생과 동료들을 대

과정생 모두가 친근해진 모습들이었고, 지도교수의 참석으로 회식자

도와 관련한 지도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과정생들은 한

와관련된과목을맡게된다.

하여가족같은일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리는한층더빛났다. 각반별로옹기종기모여앉은자리에서는팀워

학기 동안 진행된 과정운영에 대한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 2차

크를 과시하듯 다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담소를 나누느라 시

여흥의 시간까지 함께한 과정생들은 현업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회식을 통해 AIC

그 동안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결하고자 시작되는 논문프로젝트에 대

9기분들모두가서로에대해조금씩알아갈수있는소중한만남의시

한 기대감으로 상기된 모습이었다. 개강파티 후, 4주만에 현대자동차

간이되었으면하는바램이다.

역량개발팀에서과정운영에대한과정생들의의견을듣고자간담회가

최태선(동문서비스)

테크노MBA 1기 이경표 동문 별세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모교와 동문에 대한

삼가故人의冥福을빕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간에 활발한 교류

테크노MBA 1기 이경표 동문(전LCD총괄 마케팅팀 이경표 상무)

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여 세계 초일류

이 지난 9월21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경영대학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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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사들을만날수있다.

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임을 공통적

과정의전문화된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5명의직원을신규채용했다.

Frontier

Frontier

있는 가을학기'명사초청 특강'이 9월 29일부터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

테크노 뉴스

이대환, 한중일 비즈니스 컨테스트 3등

KAIST NEWS /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eature Article

멘토링 제도의 효과

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쌍방이 주고 받는‘정’
과‘정보교

MBA 과정의 경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류’
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진로에 관한 고민 상담은 인간적인

철저하며 넓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경력관리가 매우 중요

유대관계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다.

하다. 경영관리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멘터와 멘티는 어떠한 목적으로 M-Square에 지원하였

멘토링 제도란?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멘토링 제도라는 분석을

은 매우 절실하다.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멘티는 전문적인 파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식, 비공식적인 규범에

내리고 멘토링 제도를 통한 동문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한

트너로부터 경력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

1기 M-Square는 멘토 당 멘티 1~2명 정도로 15팀이 구성

바 있다.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하고 강한 인

는가?

고 멘토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되어 있다. 멘토 선택 기준은 앞으로 희망하는 직종에 근무하

간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MBA의 경우 멘토링 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슈사항을 포착하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밀

는 사람을 고른 경우(66%)가 가장 많고, 관심업무에 대한 현

‘멘토링’
에는 조언과 상담으로 도움을 주는‘멘토(mentor)’
와

있으며 홈페이지에 멘토링 제도에 대한 설명, 현황 및 자격

감과 신뢰감이 바탕이 된 멘토-멘티 관계는 개인적인 수준에

장지식 습득(24%)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조언(10%) 등 대부

조건을 명시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서 자존감, 자신감, 직무 효율성,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

분 진로 설정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M-Square’지원동기

의 MBA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

록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역할모델, 상담, 우정기능을 제공하

를 보면 멘토와 멘티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멘토는 주

‘멘토’
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로부터

영하는 회사(Toingo Foundation)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여 인행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MBA 2년 과정

로 인간관계 확대 및 동문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래된다. BC 1200년경 오디세우스(Odysseus)가 트로이와

Palladium Equity Partners를 운영하는 Adam Karr는

동안 멘티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 문

멘티는 상대적으로 향후 진로 및 취업 정보 습득에 목적을 두

의 10년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떠나면서 그의 아들인 텔리

Harvard MBA에서의 멘토링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

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도전

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의 차이가 초기에는 걸림돌로 작용

마커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멘토’
에게 맡기고 떠났다.

다고 말하며, 그의 멘토인 United Asset Management 부사

을 얻고 가치 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할 우려도 있으나, 멘토-멘티 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M-

멘토는 텔리마커스의 교사이며, 조언자로서 때로는 친구나 아

장 Chip Robie가 2년간의 혹독한 MBA 과정 동안 굉장한 자

멘티가 멘토링 제도를 통해 얻는 수혜효과가 더 크지만 그

버지같이 필요한 상담과 충고를 하여

원을 제공해주고 경력을 관리하는데

효과는 상호적이다. 멘토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회고했

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전해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멘토 자

다. 또한 Robie는 친구이자 조언자

신의 재능을 인정 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열정적이

이며 선생님이었다고 강조했다.

고 재능 있는 미래의 잠재적 경영자와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Adam Karr는 현재 멘토에게 받은

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가치와 경력 및 업무 환경

혜택을 환원하기 위해 자신 역시 멘

에 관한 기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멘토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 피교육 객체인‘멘티(Mentee)’
,
‘멘토리(Mentoree)’혹은‘프로테제(Protege)’
로 구성된다.

였다. 이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멘토링 프로그램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동문간 유기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

Frontier

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젊은 남성에

가을학기부터 재학생과 동문의 교류를

게 경험 많은 나이 든 남성을 짝지어

통해 재학생들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함

미국의 경우 멘토링 제도의 대상

주어‘멘토’
의 경험과 가치관을 배우

양에 기여하고 나아가 선후배간의 동문

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가족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올해 2학기 멘토링 프로그

고 모방하는 관습이 생겨나기도 하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과거와는

램‘M-Square’
를 시작했다.‘M-Square’
는 MBA의

으며 르네상스 시기에는‘멘토’
가젊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달리 MBA에 입학하는 학생의 상당

‘M’
과 광장을 의미하는‘Square’
의 합성어로 MBA가 모

이번 특집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가 기혼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미

일 수 있는 자유로운 광장을 의미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 'M-Square'의

국 대학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

이‘M-Square’프로그램의 취지는 MBA 동문 네트워크

진행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과정을 적

형성에 있다. 현재‘M-Square’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는

극 제공하고 있다. 다트머스대 턱 비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M-Square’프로그램을 총괄

데, 대학 및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기

즈니스 스쿨은 전문적인 카운슬러까

하고 있는 MBA Director 조연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인
식되었다(Russel & Adams, 1997)
멘토링 제도는 사회가 다양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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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 활동하고 있다.
M-Square

멘토 선택기준

프로그램 참여 동기(멘티)

관, 지역사회 등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인적 물리적으로 제

지 고용, MBA학생의 가족생활을 소상하게 챙긴다. 카운슬

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러들은 직장인에서 학생신분으로 지위가 바뀐 뒤 발생할 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 범위와 유형도 1:1, 그룹, 동료

있는 재정적 부담이나 새 환경에 적응할 때 생기는 어려움

▶ 멘토, 멘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멘토링/e-멘토링, 면대면 멘토링/공식적 멘토링, 비공식적 멘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2학년 재학생의 배우자

우선 졸업생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멘토링 제도에 관한 설

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신입생 배우자를 수시로 만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배우

문을 하고 멘토 지원 신청을 받아 29명의 멘토를 선정하였다.

자 멘토링 시스템'도 이 학교의 자랑거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중 멘티가 신청한 15명의 멘토와 21명의 멘티로 구성된 15

해외 멘토링 제도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후 MBA 학생 자녀들

팀이 1기‘M-Square’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의 Top-MBA 졸업 후 10년이 되는 졸업생을

이 모여 파티를 열도록 돕는다. 이 파티는 배우자들간에 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의 만족도는 높은 편

목도 도모하고 자녀들 간에 친구가 되는 훌륭한 기회가 된

▶ 멘토링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었으나 동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다. 외국인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다른 국가학생들과 자연

현재 신청자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났다. 하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

스럽게 어울리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로 이 파티를

관심분야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을 멘토로 선정하지만 멘토링

1기는 15팀으로 출발하여 내년에는 20팀 정도로 증원할 예

적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동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이며, 10월31일 주최하는‘홍릉 단풍길 걷기’동문행사에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참여 동기(멘토)
▶ 앞으로 M-Square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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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멘토의 이야기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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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본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PEOPLE / OPINION
멘토-멘티가 모여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

아니라 좋은 친구를 얻게 된 듯한 느낌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

획이다. 멘토링 제도는 자발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재학생 모두가 자연스럽

해지기 쉬워, 초기에는 운영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타

게 멘토링이 이뤄지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멘토-멘티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주고 관계 유지를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수행할

요한 성공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라며 프로그램 참가 소감과

것이다.

바람을 밝혔다.

PEOPLE
OPINION

교수칼럼

테크노경영대학원
MBA Director

▶ M-Square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공적인 M-Square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좋은 제도도 참여 주체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치가

있으나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지 못하고 이벤트

없다. 그런 의미에서 멘토링 제도는 큰 규모로 운영하지 않는

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동문과의 관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 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진로

유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

서비스 대상은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생, 기업체 인사, 교직원

도인 것이다.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온다. 꾸준한 계획

등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

올해 Financial Times가 발표한“Global MBA 100”
에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중국학교가 세 군데나 차지하고 있어 주

의 실천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 나눈

의 경우도 재학생 위주이며 졸업생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없

목을 끈다. CEIBS(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 홍콩과기대, 중국홍콩대학 등 세 학교의 공통점은 중국 정부가 EU의 원조를 받거

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당면한 문제 해결

는 상황이다.

나 자체 예산으로 MBA 과정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는 점, FT 랭킹을 결정짓는 연봉 상승율, 국제화 지표에서 외국 MBA와 어

중국 MBA의 약진

조연주 교수

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눈 앞의 관심사를 넘어 관

은 멘토와 멘티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책임감이다. 멘티는

참고로 경영학 석사과정(MA, MS)이 학문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위라면 MBA는 경영관련 지식과 리더십을 통해 짧게

심사를 증폭시킨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자신의 경력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멘토링 제

는 중간관리자 길게는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MBA 과정은 2년 동안 사례분석, 팀 프로젝트, 인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멘티가 희망 취업 분야의 직종

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며,

과 경영자문실습 등과 같은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영학 석사와 대조적인 특별 학위를 일컫는다.

에 종사하는 사람을 멘토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작하

바쁜 업무 중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에게 감사의 마음

중국은 등소평 등극 이후 자본주의 도입을 위해“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
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

을 갖가지고 멘토와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

지해 왔다. 과거 사회주의와 문화혁명으로 지극히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오던 중국이 어느새 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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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살면서 현재는 모르는 미지의 기회를 희망한다면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적어도 1학기에 한번 정도는

원하는 국가가 되었고,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가장 빨리 진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 경제부문만 국한하는 것이

희망 멘토의 선정은 현재와는 좀 더 다른 구도로 갈 수 있을

오프라인 만남을 추진하여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구

아니라 교육 전반, 그것도 가장 실용적인 훈련과 국제화를 강조하는 MBA 과정에서 눈부신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것이다.‘M-Square’
의 궁극적 목표는 경력개발의 가이드

체적인 이슈를 제시하여 의미 있는 만남을 유도하는 것도 중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rontier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차원에서 벗어나 돈독한 인간관계의 구축에 있다. 그러므로

요하다. 지속적인 경력 변경 사항을 멘토에게 인지시켜주고

FT가 조사한 글로벌 MBA 랭킹에서 해마다 중국의 순위가 향상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조사 대상인 동문들의 연봉 상승율

학생들은 폭 넓은 관심사를 갖고 멘토링 제도의 필요성을 인

이를 자신의 마일스톤과 비교하여 언급하는 것도 좋다. 한편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현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MBA 학위의 효용성

지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다.

멘토는 단순한 봉사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화 관점에

이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MBA 학위를 통해 연봉이 3배 내지 5배 뛰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세

다음으로‘M-Square’1기 멘티로 활동을 시작한 MIS-

서 역량 있는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한다는 시각으로 멘토링

계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자신감이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되는 외국 자본과 인적 자원은 학교도 예

MBA 2년차 김홍신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M-Square’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외는 아니어서 서구 스타일의 임원과 가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 경영대학과 손을 잡거나, Goldman Sachs 전 사장이었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다.

John Thornton 등 외국 유명인사를 교수로 초청하고 있으며, McKinsey와 Wal-Mart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기부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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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일이 자신이 평생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닐 수 있고, 뿐

치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를 추진하고 있다.

김홍신 학생은 롯데마트 파트매니저로 활동하였으며, 졸업

학교측의 행정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다. 관계의 초기화 노

후 마케팅 및 영업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

력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정치, 경제 부문과 달리 교육부문은 효과가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약진을 복잡한 심

하는 업무와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멘토와의 관계를 통

발표(Urban & Dougherty(199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발적

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약진이 무서운 이유는 아직 중국인들한테 깊이 체화되어 있는“헝그리 정신”
에 있다. 우

해 경력관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M-Square’
에 지원했다.

인 모임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와 성취에 대한 가

리가 지난 60, 70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한강의 기적”
을 실현한 결정적인 동인이 바로“헝그리 정신”
이었음을 상기할

그의 멘토는 테크노MBA 2001학번으로, 현재 삼성전자 마케

치, 경험 수준 등의 특성을 반영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세스

때 실용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MBA 과정의 세계 100대 진입은 현대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팅그룹 국내영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연실 동문

가 초반부에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평가를

하나의 지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다.

통해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

“멘토 회사 근처에서 만나 저녁식사와 차를 함께 하면서 삼

차 개선해나가야 한다.

지난 몇 달간 전문 경영대학원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교간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경영대학
원 설립을 위해 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대학은 지난 반 세기 학교 발전의 주축이었던 학부를 하루아침

성전자의 마케팅 조직과 실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멘토, 멘티,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난 9

에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해왔다. 학부의 존속이냐 전문 경영대학원 설립이냐의 논쟁은 현대 중국의 발전, 특히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행되는 마케팅 업무를 더욱 생생하

월 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M-

중국 MBA의 약진을 두고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전문

게 파악하고 삼성전자의 조직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Square’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발전

대학원 설치와 차별화되는 전문 경영대학원 설립은 국내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담스러운 만남이

하길 기대한다.

영대학의 글로벌 MBA 100위 진입이라는 사실을 놓고, 단지 국내 수준의 질보다 진정한 의미의 국제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

Frontier

해 정부가 할 일과 학교가 할 일을 논의하는 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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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Frontier

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매년 순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

SPECIAL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발표하거나 동료들의 발표를 듣고 적극적으로 토론함으로써, 본인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며 이번 컨
퍼런스를 통한 자신의 수확과 앞으로의 바람을 전하였다.

Conference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김보영 박사과정 학생(재무분석 및 기업가
치평가 연구실, 지도교수: 정구열)은 이번 컨퍼런스를 논문에 대한,
그리고 영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고마운 장(場)이었다고
말하면서,“긴장이 감도는 컨퍼런스 준비기간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

2005 KGSM Doctoral Student Conference

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사과정이나 낮은 년차 분들은 항상 도전
하고, 미리미리 논문도 준비해서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딜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였다.

9월 9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최종현 홀에서는 지난 8월 9일 열렸던‘2005 KGSM Doctoral Student Conference’
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0편의 논문과 22편의 제안서가 정보기술, 금융, 경영관리 및 분석 등 세 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되
었고, 이중 11편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또한 논문의 주제가 참신하고 발표력이 우수한 두 명의 학생은 내년에 있을
2006 GTMC Doctoral Dissertation에 테크노경영대학원 대표로 참가하는 특전을 부여 받았다.
다음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명단과 논문 리스트이다.
성명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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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논문명
Tax-Induced Income Shifting Behavior of Korean Chaebol Firms

15

최우수상

한상필

Frontier

Frontier

Customer Churn Analysis : Chum Determinants and
Mediation Effects of Partial Defec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김영애

A Customer Loyalty Based Product Recommendation Algorithm

우수상

김정호

An Intertemporal Model of Firm Survival : Two Faces of Learning

우수상

황근호

The Release of Insider's Information and Equilibrium Prices

우수상

박형진

장려상

강민형

장려상

김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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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The Impact of Net Buying Pressure on Implied Volatility :
The Learning Hypothesis Versus the Limits of Arbitrage Hypothesis
Social Capital, Motivations, and Knowledge Transfer :
Social Network Perspective
Netizen Funds and Information
The Effects of Online Consumer Review Quantity and

장려상

박도형

Quality on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
The More, The Better?

최우수상을 받은 한상필 박사과정 학생(정보통신 경영전략 연구실, 지도교수: 안재현)은,“이번

장려상

이선애

장려상

임영덕

Another Explanation for Diversification Related to the Capital Market
Do Managers Use Accruals to Signal Private
Information Around Stock Repurchase in Korea?

컨퍼런스를 통해 논문의 연구결과를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이 아닌 다른 관련분야(예: 신용카드 산
업)로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MIS, 금
융, 전략 등 여려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비롯해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발표 후 좋은 피드백을 해주
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영공학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강병욱 기자

SPECIAL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적이기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실전적응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도 의미가 있었다.”
며 소감을 밝혔다.

KAIST MBA Job Fair

취업을 앞둔 2년차 학생은 물론이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1
년차 학생들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1년차 학생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체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행사도우미로 참여하며

2005 KAIST MBA Job Fair

내년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손주형 학생(테크노MBA 1년

- 역량 있는 인재와 비전 있는 회사의 만남 -

어떤 분위기인가를 알 수 있었으며,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과

차)은“내년에도 있을 Job Fair를 미리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간단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행사도우미로 참여한 변해성 학생(테크노MBA 1년차) 또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005 KAIST
MBA Job Fai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2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어느덧 제4회에 이르러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다양성 측면
에서 보다 성숙된 기회의 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솔직히 1학년이라 Job Fair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우연찮은 기회게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처
해있는 상황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극이 많이 되었고,
한편으론 MBA 진학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딜레마에 좀 빠지

이번 행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선 참가기업의 양적 확대와 현장면접 시행기업의 두드러진 증가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우수인력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듯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41개 유수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부스상담
과는 별도로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이 10여 업체에 달해 보다 실질적인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본 행사의 달라진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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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었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지원자들과 1:1 부스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한국3M, 포스코경영연구소, Hewitt, 현대오일뱅크,
다. 이 밖에도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단상에서는 코리안리재보험, 금융감독원, A.T. Kearney, 에코프론티어 등의 채용설명회도
개최되었는데, 관심 어린 지원자들로 늘 자리가 만원이었다.
본 행사와 더불어 취업대상자는 물론 석사 1년차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진로지도를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도 함
께 마련되었다. 먼저, MBA학위가 기업 내에서 갖는 의미와 MBA학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인사당당자들과 국
내외 MBA들을 통해 알아보는 MBA 취업전략 간담회가 행사 첫날 열렸으며, 취업실전에 대비하여 국내 대기업 인사담당자와
동문, 기업파견 재학생을 모의 면접관으로 초청하여 샘플면접이 시행되었다. 송윤상(한국IBM 상무), 장용호(알리안츠생명 이
사), 박세연(POSCO 인사팀장) 등 외부초청 면접관들이 예약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면접 Tip을 제공
해 주었다.
한편, 행사장에 마련된 특별부스에서는 KoreaHead, UnicoSearch, AmropHever 등 유수 헤드헌팅사의 전문컨설턴트들을
초빙하여 국영문 이력서 작성과 경력개발 계획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하는 Resume Clinic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동문을 초청하여 경력개발 노하우 및 희망직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동문초청세미나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LG Philips LCD 문운기 인사부장의“일등인재가 일등회사를 만든다”
, 마케팅랩 장동인 사장의“유
비쿼터스 시대의 경력관리”
, 아이너스기술 허정훈 마케팅본부장의“글로벌마케팅 전략”등 특강 또한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
에 진행되었다. 한마디로 이번 행사는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하여, 기업과 지원자들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진행된‘능력 있는 인재와 비전 있는 회사의 만남의 장’
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만난 학생들과 참가기업 관계자들의 본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서인호 학생(테크노MBA 2년차)은“대학졸업 후 직장생활 경험 없이 곧바로 MBA과정에 들어와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취업과 관련된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취업 자체가 목

한편, 행사에 참가한 기업체들의 관계자들도 본교 학생들의
열의와 태도에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이다.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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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처음 참가한 기업은행 인력개발부의 이정 과장은“자신
이 근무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고, 도전정신
이 높아 보였다.”
며 면담을 했던 본교 학생들에 대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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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ue Consulting, 아이너스기술, 삼천리, 현대캐피탈 등의 기업들은 부스상담 이외에도 별도의 룸에서 현장면접을 실시하였

되었다.”
는 말을 남겼다.

Frontier

Frontier

삼성전자, 제일모직, SKT, KTF, LG전자, LG화학, 기업은행, 코리안리재보험, CJ그룹, KT, 한국P&G, 삼성SDS 등의 채용

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 CJ그룹의 관계자 또한 본교 학생들이 각 개인마다의 경
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며, 이론적인 학업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접목 능력이 우수해 보인다는 느낌을 말해 주었다. 특히
현장면접을 하고 난 현대오일뱅크 인사팀의 변점석 차장은
“면접에 임할 때,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현실에서 얼마나 팀웍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KAIST 학생
들은 역량과 지식 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어 보였다. 그러
나 성취를 너무 빨리 이루려 하는 일부의 태도는 채용담당자
로서는 다소 부담스런 경우도 있었다.”
며 진정어린 충고도 잊
지 않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KAIST MBA Job Fair’
는 참가기업
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다 실속 있는 프로그램 준비로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인재를 구인하는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오프라인의 필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앞으로도 KAIST MBA Job Fair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전 있는 회
사로의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기업과 인재의 만남의 장’
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Frontier

김경수 기자

SPECIAL ACTIVITIES
MIS MBA 2년차 안종식(맨왼쪽)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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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전공의 이세훈 학우와 함께 (주)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서 7월부터 8월까지 6주 동안 인턴을 수
행했습니다. 시스템사업본부에서 전사적으로 BSC(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사

Career Development

업본부 레벨에서 BSC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현업을 대상으로 한 BSC 교육, 전사와 본부의
미션/비전/전략의 파악 및 상호 연관 관계 분석, 시스템사업본부의 전략체계도 정의 등의 업무를 하였습
니다.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업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현업들이 자신의 업무가 회사와 본부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
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관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다시 감는 기분이 들

여름학기 인턴십, 우수인재 평가 받아...

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 코스콤 인턴은 정식 채용과 연결되지 않는 인턴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코스콤 케이스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과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미리 경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학생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생
기고, 학생은 허드렛일만 하다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회사가 인턴십을 협의할 때, 인턴의 목적에 따라 인턴의 유형을 결
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여름에도 많은 KGSM 학우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관심분야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인턴의 기회
를 가졌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인턴 선호도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이언그룹의 성동유 컨설턴트는“매년

테크노MBA 1년차 심지훈

외국 대학 학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턴을 KAIST에서 뽑고 있고, 그 수준이 컨설턴트를 위협할 만큼 탁월하여, 언제부터인가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S 코리아에서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주간 여름인턴을 하였습니다.

KAIST 인턴을“슈퍼 인턴”
으로 부를 정도입니다.”
라고 하였고, SAS KOREA의 김찬중 차장은“이번 여름학기에 KAIST 인턴

첫 2주 동안은 금융 영업 팀에서, 나머지 6주 동안은 PSD라는 금융 컨설팅 팀에 소속되어 우리은행 운영

을 활용했는데, 매우 성실하고 인성이 올바로 갖추어 있어 KAIST 졸업생으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재로 평가합니다. 과거 경력

RISK 구축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본을 습득한 상태로, MBA 과정 수료 후 Global 또는 국내 5대 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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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업팀에서 한 일은 해외에서의 SAS 적용 성공사례를 번역하여 영업대표들에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었고, 우리은행 프로젝트 기간에는 운영RISK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교

이번 프론티어 가을호에서는 2003년도 이후의 KGSM Internship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여름방학 동안 인턴 업무에 참여한

정하고, 은행원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화된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세 명의 학생을 상대로 여름인턴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보았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운영RISK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자주 읽어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7월에 일어난 고교동창 은행원들이 벌인 850억 원대 CD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운영RISK

LG 전자 브랜드 매니지먼트 팀에서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수행하였습니다. 흔히 인턴실
습을 하면 내부 프로젝트의 지원이나 영문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인턴 실습은 인턴
2명(경영공학 석사 포함)이“LG전자 휴대단말기 Brand선호도 제고를 위한 지각품질 및 감성적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LG전자 휴대단말기에 대한 고객 접점 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용 방안 제안”등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속 팀의 부장님이 우리 학교 EMBA과정에 재학 중이고, 작년에 입사한 텔레콤MBA 선배님이 있어

니다. SAS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회사가 직원들을 다양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작은 일이지만 직원들이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여유롭고 우호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기간
동안 SAS에서 비즈니스 솔루션과 관련된 일도 배웠지만, 그보다 많은 좋은 분들을 사귀게 된 것이 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
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배려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충실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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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였고, LG 전자 내에 다른 팀에 비에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

업종별 인턴십 현황

니다. 그 외 다양한 업무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젊고 활기찬 분위기였으며 브랜드매니지먼트 팀
은 학력이나 경력 모두 LG 전자 내에서 최고의 인재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회
사의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과 팀원들이 모두 바빠서, 중간에 진행상황

10명

4명

을 공유하고 물어보는 것이 어려웠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마침 학
교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인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장님께서 EMBA 과정에 다니고 계신 덕분에 학교에 인턴 채용 공고를 요청
하였고, 이쪽 분야의 인턴 실습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EMBA 과정에 재학 중이신 분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인턴 기
회 마련,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인턴 기회를 많이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매번 방학 때 인턴 실습을 신청하면서 느끼지만, 마

10명
20명

12명

11명

7명

11명

22명

1명
8명

8명

13명
15명

10명

8명

24명

10명

케팅, 브랜드 전략 브랜드 관련 인턴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3 (100%)

2004 (100%)

2005 (100%)
박흥석 기자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관리가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제가 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은행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뿌듯하기도 했습

테크노MBA 2년차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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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비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평가하였다.

SPECIAL ACTIVITIES
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핵심적인 질문들을 자주 던지는 등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 이러한 토론

SPECIAL
ACTIVITIES

을 통해서 단순히 책에서 읽고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치 Pepperdine 교수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고나 할까. 매 수업 시간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을 유도해 내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잘 조율하여 가르
침으로써 실제로 모든 수업들을 매우 Unique 하면서도 생동감 있고 개방적으로 이끌었던 그 곳 교수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내 머

Globalization

리 속에 아주 생생히 남아있다.
앞서 언두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도전을 매우 즐기는 편이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려면 이는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도전이 실패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에든지 도전하기란 그리 만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 짧은 직장 생활과 KAIST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나의 개인적 역량이

교환학생, 해외연수 참가기

더욱 크게 발전됨을 배워왔고, 교환학생으로 지낸 Pepperdine University에서의 지난 한 학기도 분명 나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리고, KAIST에서의 남은 한 학기 동안도, 그리고 다시 Business의 세계로
들어서게 될 졸업 이후에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KAIST MBA 출신으로서 손색이 없
는, 진정으로 유능한 Leader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Pepperdine Univ.에서의 교환학생 시절을 돌아보며

Frontier

유난히도 고되었던 KAIST에서의 두 번 째 학기, 그 마지막 관문이었던 SCM 과목의 Take
Home Exam과 Term Paper를 간신히 마치고 2005년을 이틀 앞 둔 12월 29일, 살을 에는 듯
한 차가운 우리나라의 겨울에게 이별을 고하고 따뜻한 미국 California Malibu를 향하여 비

테크노MBA 2년차 함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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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여름 한 달

행기에 몸을 실었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조그마한 흥분을 느끼곤 했는

샌프란시스코 하면, 이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쌀쌀한 여름 날씨가 기억날 것 같습니

데, 이는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면 그 성공 여부와는 상관 없이 반드시 내가 한 단계

다.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긴 팔 셔츠와 니트를 준비해 가면서도 반신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이다. 이 번 미국 Pepperdine University에서의 교환

의했었지요. 7월의 캘리포니아. 내가 정말 이 옷들을 입기는 할까?
네. 안 가져 갔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외투를

학생 기간도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들로 경력을 채우고 발전시킬

구입했었고, 나름대로 준비해 간 저도 두툼한 긴 팔 스웨터를 하나 더 샀지요. 샌프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시스코에서 30분만 나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란 하늘과 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

도시인 Malibu에 위치하고 있다. Hollywood 배우들의 별장이 많기로 유명한 곳답게 Pepperdine의 Campus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었는데 유독 그 곳만 그렇게 서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외부 일정을 끝내고 돌아올
때, 고속도로 저쪽에서 안개가 음산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다들 그랬죠. 아, 샌프란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MBA 학생들이 공부하는 Graziadio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는 Malibu 해안이 한 눈에 들어

스코에 다 왔구나.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금은 호사스러운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뛰어난 자연 경관 탓인지, 아니면 특별히

USF(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의 일정은 예상보다 알찼습니다. 대체로 수업은 오전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

Entertainment 산업이 발달한 L.A. 주변 지역이기 때문인지, 이 곳의 학생들은 매우 젊고 자유분방한 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

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 Site Visit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Reading Material이 나왔고, 수업은 강의 외에도 즉석에서 해결해야

은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자신만의 Business를 시작하려고 기대하며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실제로 Pepperdine

하는 케이스, 게임,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정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Reading Material을

University의 MBA 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러한 미래의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Practical한 강의 내용을 손꼽을 수 있다.

읽어 내고, 틈틈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근교를 구경하고, 주말이면 조금 멀리까지 여행을 가고, 나름대로 잠 잘 시간이 빠듯할 정

특히 내가 수강했던“Marketing New Venture”
라는 과목의 경우는 담당 교수가 창업과 관련한 Consulting Firm을 운영 중인

도로 바쁘게 지냈었지요.

Venture 전문가였고, 수업은 학생들이 첫 시간에 숙제로 준비해온 개개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한 후 이 중에서 동료 학우들로부

전체 일정 중에서 가장 인상에 깊이 남았던 것은 PDA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Palm Source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터 높게 평가를 받은 5~6개의 창업 아이디어를 3명 정도가 Group이 되어 학기 내내 사업 계획과 Marketing Plan을 짜는 것으로

Palm Source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들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Palm Source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매

진행되었다. 또한 이 과목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Career Path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업의 전문 Business Man들을 교수님이 모든

우 활발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로 그 날 Palm Source에서 대대적인 감원이 있었습니

학생들에게 직접 1:1로 Matching 시켜 주는 Mentor

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 중 세 명이나 감원 대상에 포함되었더군요. 미국 회사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익히 들어왔지

Program이 함께 진행했었는데, 내 경우에는 Silicon Valley

만, 회사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을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조직에 변화

에서 활동 중인 Venture capitalist를 소개 받고 실제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프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낯설기도 했고요.
Palm Source 외에도 Cisco Systems, Microsoft, Sun Microsystems, Wells Fargo 등 케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여러 회사

Venture Capital Market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매우

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밸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지요. 그 외에도 버스, 상점, 백화점, 레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스토랑 등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생활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과 결합되어 다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한 달이란 짧

전반적으로 Pepperdine에서의 수업은 학생 수 20명 내외

은 시간이었지만 타지에서 밥 해 먹으며 살아본다는 것은 그냥 출장을 와서 경험해 보는 생활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의 소규모로 개설이 되어 있고, 미국식 교육답게 모든 과목은
학기 동안 최소 두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 가량 직접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한 달은 무척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끔은 가족이 너무 그립기도 했고, 가끔은 아파서 꼼짝

Presentation 해야 했기 때문에 Presentation 능력과 수업

못하고 누워 있기도 했고, 가끔은 너무 냉랭한 공기에 벌벌 떨기도 했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슴 따듯하게 떠올릴 추억들
이 많아졌어요. 아마도 오래된 팝송의 가사처럼 말이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중 토론 참여 정도는 성적 Evaluation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
다. 실제로 KAIST에서의 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업 중 매

도서관 창가에서 내려다 본 Malibu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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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서관과 Cafeteria에 앉아서도 멀리 Santa Monica 해안을 포함하여 광활한 태평양을 조망할

테크노MBA 2년차 곽연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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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dine University는 L.A. Downtown에서 서쪽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휴양

SPECIAL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Globalization

Summer Internship at Chicago:
RR Donnelley & Son’
s
지난 5월말 Term Paper를 준비하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중, 해외인턴 공고
를 접하게 되었다. KGSM에 있는동안 새로운 경험은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생각하
던 중이라 주저 없이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제출하고 최종 인터뷰를 통해 인턴십 기
회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 머물고 계시는 Betty
Chung 교수님과 연락을 취하며 그곳 대학의 부학장이신 Acevess 교수님의 도움
을 받아 일할 회사인 RR Donnelly & Son’
s의 본사인 시카고로 이동하였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라 다소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시카고에서 첫 업무
테크노MBA 1년차 문성환

를 시작했다.
시카고 다운타운은 고층빌딩들이 운집하여 그야말로 빌딩숲이라 불리는 곳이다.

하는 전세계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리서치 DB도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였다.

Frontier

내가 일한 곳은 유명한 시어즈타워 옆 52층 건물인데, 37층 사무실에서는 시카고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첫날 마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다. 스케일도 그렇거니와 전략, 마케팅, 수치데이터 및 팀웍 등 배

23

케팅 매니저 Lani와 인사하고 우리 팀의 멤버들과 인사를 나눴다. 우리팀은 전세계 Technology & Telecom 인더스트리의 고

운 지식을 토대로 일한다는 것과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업무스타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MBA 인턴십을 통

객을 관리하는 영업부서이며 각 대륙별로 담당자가 나눠져있다. 중국계인 Lani를 포함하여 이태리계, 멕시코계, 영국계, 프랑

해서 얻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멤버들이 팀웍을 유지하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업무진행의 원칙

스계의 배경을 가진 다양한 멤버들이 모여있다. 거기에 아시아계인 나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글로벌 팀이 구성된 셈이다.

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불필요한 회의나 간섭이 없으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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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메일 몇 통으로도 정보를 쉽게 얻기도 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Donnelley에서 사용

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직급간 상하의 자유로운 의사

이유도 APAC에서의 Account Management Plan을 수립하기 위함인데 굵직한 회사들을 잠재고객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소통이 인상적이었다. 팀에 새로 합류한 나에게도 예전부터 일했던

영업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미션이었다. 그 중에 익숙한 우리나라 회사들도 보였다. 순간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Donnelly는

사람처럼 대하고, 회의도 북미나 유럽을 담당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고객회사들과 글로벌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이에 대한 장점은 고객회사가 전세계 지점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One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쯤 지난 후에는 마치 나도 이 회사에서 몇

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규모 물량을 기본으로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네트

달 일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워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Supply Chain 구성도 필수적이다. Fortune 100위 안 대부분의 회사들이 Donnelley의 고객

매일 5시에 퇴근하면 팀멤버들과 자주는 아니지만 저녁을 함께하

이며 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global contract을 통한 원가절감 수치와 고객사의 합리적인 Value Chain 개선을 기반으로 영업

며 시간을 보내곤했다. 업무얘기를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주제를 얘

을 펼치는 풍토가 합리적이다.

기하는데 내가 모르던 미국인들의 생각을 접하기도 하였다. 인종간

주로 신경 써야 하는 Donnelley 해외지점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상해의 Stella와 Conference Call을 자주했다. 시차가 14

의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Cross Culture를 직

시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Stella는 자주 중국시장 상황을 알려오는 등 꽤나 정열적인 매니저였다. 아시아 회사들에 대한 영

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카고에서의 일정

업브리핑과 함께 한국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대단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Account

이 끝나고 문득 보다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

Management Plan을 위해 개별 회사들의 프린팅 수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정보 및 잠재고객회사들의 Supply Chain을 분석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하여 Donnelley가 고객사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을 조사하여 Stella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하고 상해오피스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인턴의 기회는 접하기가 쉽지 않다. MBA를

업무를 진행하였다. 찾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점차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지

졸업하고 회사로 돌아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과 문

기 시작했다.

화차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

Lani를 비롯한 우리팀 친구들은 나를 오래전부터 Donnelley에서 일하던 APAC의 영업대표처럼 대했다. 이런 점이 MBA

다. 그래서 더욱 이번 여름 해외 인턴십이 소중하고 경력개발에 정

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회사에서의 업무지만 빠른 업무적응과 대응능력은

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인턴에 집중된 여름 인턴 기

MBA로서 갖춰야할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KAIST MBA의

회를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회사의 영업팀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를 KAIST MBA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

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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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onnelley는 북미, 유럽에서 프린팅 업계 1위이고 신규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나를 인턴으로 채용한

PEOPLE / OPINION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성취감, 제자들을 내 연구의 동업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제
게는 보람입니다.
(서우종) 제자들이 성장하고 외부에서 인정 받는 모습을 볼 때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특히 제 지도학생들이 기업 프로젝트에서
현업의 유능한 컨설턴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뿐만 아니라 정규 학기 중에도 인턴십 과목을 개설합니다.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로부터 너무 많
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얘기를 듣거나, 심지어, 취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오경주) 아마도 청출어람을 느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 제가 제공하는 지식의 단순한 습득에 머물지 않
고 보다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거나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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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탐방

경영학계를 이끌고 있는 교수 재직 동문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위과정은 경영공학 석_박사 과정과 MBA로
구분된다. MBA가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과정이라면 경영공학은 연구자,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1980년 KAIST 경영과학과로 시작해 산업
경영학과, 경영공학과로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은 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 여러 곳에서 경영학을 가
르치고 연구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등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영공학 출신으로 교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 세 명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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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서울대학교)

서우종 교수
(인하대학교)

오경주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어떠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시는지요?
(이인호) 어떤 특별한 일을 꼽기 보다는 학자는 연구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 경제학과가 학문적인 performance를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껏 남이 한 것을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경제 단
위도 커졌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나 reward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이 많이 나와서 지적으로 풍성해 지도록 만들
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서우종) 글쎄요, 보다 연구에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경주) 대학에 처음 연구실을 배정 받아 혼자 멀거니 앉아 있을 때가 기억납니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마
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체질에도 맞지 않고, 교수의 사회적
책임에도 맞지 않기에 아침마다 연구실에 올 때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매일 불꽃 춤을 추자!”Frontier
이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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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호) 미시경제학, 게임 이론을 응용한 여러 분야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우종) 웹엔지니어링과 지식경영입니다. 웹엔지니어링 분야는 웹정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 방법론, 웹 평가 및 품질, 웹 자원 관
리, 웹 인텔리전스 등을 주요 범주로 다루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이 중에서도 저는 그 동안 학위 논문과 이후 연구들
에서 주로 웹정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 방법론을 다루어 왔고, 최근에는 웹사이트 품질 평가 척도들과 벤치마킹 기법을
개선 방법론에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식경영 환경과
활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지식감사 방법론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오경주) 재무 및 회계 정보시스템이 저의 전공입니다. 통계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기법들을 금융공학 및 재무/
회계 분야에 적용하는 financial modeling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무/회계적 방법으로는 분석
이 어려운 분야에 인공지능의 패턴인식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financial model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KAIST에서 수학할 때의 느낌과 외부에서 KAIST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요?
(서우종) 학교 다닐 때에는 잘 몰랐지만, 다들 스트레스 받는 분위기에서도 학우들과 나름대로 정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졸
업 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지는 것 같고, 자부심에 대한 공감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KAIST 테크
노경영대학원의 지명도는 학계, 업계 모두에서 이미 인정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될 때마
다,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경주)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KAIST가 이제 국내에서는 비교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그 덕으로 제가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
늘의 KAIST의 위상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KAIST의 합리적이고 집중화된 교육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주요 대학과도 그 수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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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졸업 후 1980.3 ~ 1982.2 KAIST에서 안병훈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KDI에서 Research Assistant로 있으면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UCLA에서
1992년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 Southampton에서 강의를 하다가 2001년 한국에 돌아와 지금까지 서울
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우종) 1994년 봄, MIS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이희석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2000년 8월까지 수학하였습니다.
졸업 직후부터 PwC 코리아(현재 IBM BCS) KM팀 컨설턴트와 포스코경영연구소 e-Biz연구센터 연구위원을 거쳐,
2002년 봄부터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Web Information System(WIS) Lab.)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경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받고, 1995년 9월에 KAIST 경영정보공학 전공에 입학하여
1997년 여름에 재무 및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실(지도교수: 한인구)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 8월에 졸업하여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공학팀 수석연구원과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조교수
로 있습니다.

향후 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인호) 학계로 나가기 위해 우선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초기부터 응용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후에 뭔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영국은 학자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현장에 참여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
다. 단지 현장의 일을 안다는 것만으로 현업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들보다 우월한 것은 거기서 이론
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힘은 기본기가 탄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이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 전에 그에 대한 존재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우종) 우선 영어강의 능력배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어강의가 점
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용심사 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이후 실질적인 학교 생활에서도 항상 부
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최근 대학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논문의 양과 질 모두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졸업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끝으로, 본격적인 학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현업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권유합니다. 임용 시에도 현
업 경력이 고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성과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경주) 제가 전공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은 그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박사과정 5년 동안을 돌이켜 보더라도 EDI, CALS, Data
Mining, 전자상거래, e-CRM, e-Business 등 거의 1년이 멀다 하고 수많은 개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또
Ubiquitous를 얘기하며 u-Business를 운운합니다. 2000년 여름에 졸업하여 대학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eBusiness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가 저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부와 석사과정 때의 전공이
통계학이라는 강점을 살려 남들이 e-Business에 기웃거릴 때 초지일관 financial modeling 에 집중하며 연구하여 적
지 않은 논문을 쓴 것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모교의 교수로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에도 유행이 있지만 이에 흔
들리지 말고 본인의 학문적 배경으로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를 하라고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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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탐방

목표로 일관된 학교생활
그는 KAIST MBA 2년의 학교생활 동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지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학교에
서 독서와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학습 뿐만 아니라 연구실 동기들과 영화 모임도 만들고, 인근 경희대에서 수영도 배우면서 알
찬 학교 생활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KAIST MBA는 부분적으로 이해하
던 경영, 경제, 기업, 비즈니스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5-10년 후를 바라보며 자신의 Vision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

철학 있는 경영자, 봉사하는 삶

한 기둥을 올리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10년 동안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졸업 후 벤처회사를
경영하거나 창업을 하리라 생각했기에 KAIST에서는 벤처경영 트랙을 중심으로 학습하였고, 각 과목 중에서 벤처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하였으며 프로젝트도 대기업보다는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에 Focus를 맞춰 수행했다.
10년 후 모습: 철학이 있는 기업 경영자, 그리고 봉사하는 삶
그는 2002년 졸업 당시, 10년 이내에 원하는 목표를 얻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내고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호에서는 테크노MBA 2001학번으로 현재 BnG Consulting의

은퇴를 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 일은 하지만 돈을 버는 일만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며, 그래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진규 동문을 소개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한편 10년 안에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의미 있는 기업을 일구는
것이다. 규모가 작더라도 알차고 내실 있고 철학이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자신만의 꿈을 명확하게 관리, 결속력 갖는 KAIST 동문
그가 가장 강조한 바는 새로운 꿈을 찾는 개인으로서의 자세와 KAIST MBA 동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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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고 이루기를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야

(Walkerhill Hotel)에서 근무한(1998-2000) 후 유럽, 러시아, 중국등 세계 여행을 떠났다. 미국에서 말로만 듣던 세계적인 기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사람들을 모으고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A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

업들을 접하면서 MBA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KAIST MBA에 입학하여 졸업 후 온라인 유통회사인 ㈜스타코21

신의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MBA를 하나의 도전이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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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획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경영자문회사인 BnG Consulting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주를 위한 단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졸업 후 더 안정적이고 수입 높은 직장만을 원하는 것이지
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길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만드는 것도 좋은

그가 찾은 블루 오션: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불가능’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

한진규 동문은 2004년 ㈜BnG 패션을 공동 창업해 초기에는 유통, 패션, 무역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 중에서 경영자문 및 투

기는 가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KAIST MBA를 졸업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용기’
가 아닐까 싶습니

자를 중심으로 올해 7월 새롭게 BnG 컨설팅을 창업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BnG 컨설팅은 경영자문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전

다. 후배들이‘용기’
를 내어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모습으로 진출하기를 기원합니다.

문경영 Team의 형태로 운영된다. 즉 중소기업의 특정 부문을 자문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함

한마디 덧붙이자면 KAIST MBA 동문의 강점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KAIST MBA가 업계

께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약 매월 3-4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및 경영참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 후배의 얘기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현장 관

Bioinformatics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즈텍의 마케팅 계획 수립과 온라인 유통 전문회사인 ㈜온트랜드의 전략 및 마

리자가 느끼는 이미지는 좋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일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구요. 하지만 단점은 개인이 뛰어나서인

케팅 계획수립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간의 정보공유 혹은 교류의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에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한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력 등 핵심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은 꽤 있지만, 시장 전략, 마케팅 계획,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 수준은

다면 훨씬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편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MBA와 같은 경영 전문 인력이나 기타 우수 인력이 대기업, 외국계 회사에 편중되는 시류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KAIST MBA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던 것이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면서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변의 시각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아직은 중소
기업이 컨설팅을 그저 그럴듯한 말만 하는, 교과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자문이 끝난 후 경영자문의 효과를 체감하고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실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이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리
더라고 강조했다. Business 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계란 인맥 관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자세가 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가 최근에 관람한 영화‘In Good Company’
를 추천했다. 현
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의 모습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꿈을 명확한 실체로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경영인의 모습이 엿보였다.

Frontier

고 더 큰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한다.

전인혜 기자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후배들이 자신만의 꿈을 가졌으면 합니다. 각 개인마다 이해와 요구가 다르고, 느끼는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허상을 보지 말

한진규 동문은 대학 졸업 후 공군 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1994-1997) SK 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호텔 사업군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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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경력관리: 졸업 후 컨설팅 회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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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요리연구가 이정석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음식 같이
먹기 이벤트’
를 만들기도 했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겨운
분들과 정갈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함께 먹으니 음식의 풍미가 더 진하게 느

동문탐방

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지방에서 동기 한 분이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저에게 전화를 주

늦게 찾은 동심(同心/童心) 금란지교를 꿈꾸며
- 최고경영자과정(AIM) 21기 탐방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고위경영자과정에는“형님”,“동생”,“오라버니”하며 형제 같이 지내는 과정이 있다. 바로 AIM
21기. 서로 바쁜 중에 어떻게 끈끈한 동기애를 다지고 있는지 AIM 21기 총무로 활동하는 한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인
김경래 이사 인터뷰를 통해 AIM 21기를 탐방해 보았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8년 설립때부터 현재까지 한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라특허법률사무소는 21세기에 선도적으
로 급변하는 최고 과학기술(IT, BT등)에 발맞추어 국내외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무소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특허법률사무
소입니다. KAIST와는 AIM 선배 사장님의 추천과 교수님의 권유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과정 수료 후에는 AIM 21기 간사
장(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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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21기 동기 모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셨지요. 반가운 동기(식구)분이 서울에 오셨는데 얼굴도 못보고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모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지라 당장 가시던 길을 멈추
라 한 후, 긴급하게 다른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의기투합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하시던 업무가 다들 바쁜 와중 이었
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유쾌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AIM 21기 동기회 모임을 통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비즈니스가 첫째 목적이 아닌, 좋은 사람 만나는 모임을 갖자는 취지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 같은 고민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
였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공통 화제거리가 되면서 모임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
으면 진심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60까지는 만나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소중한 것이 건강인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우리 모임에서 이탈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가
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친목모임의 수준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및 서로 다른 환경에 있

정에서 만났습니다. 교육과정 동안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동료의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지내는 과정에서 쌓아온 돈

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문화도 이해하고 왕래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

독한 우정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교육의 인연으로 만난 연을 놓는 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져 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환원 활동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달에 한번 정기모임은 물론 테헤란(강남권) 모임과 집행부 모임, 소그룹별 각종 행사를 통해 모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가져볼 생각입니다.

에는 지정한 책을 읽고 현장 경험을 담아 토론하는 독서모임을 한 주에 한번 가지면서 정기적인 만남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습니
다. 물론 보고 싶을 때는 수시로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지요. ^^

그간 모임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모임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승진이 7건이나 있었습니

AIM 21기 동기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다. 우리 모임이 너무 좋은 모임이라 좋은 소식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

카리스마와 합리성을 겸비한 이재원 회장님(신진금고 대표),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로 모든 면을 이끌어(챙겨)주시는 고춘홍

답니다. 앞으로 우리 동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막

부회장님(이브자리 대표), 동기들의 근황 및 세세한 면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간사장 겸 총무인 저
김경래(한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특유의 끼와 명석한 판단력으로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고기현 전무님
(한독약품), 엔터테인먼트의 달인이자 동기회 각종 행사의 사회자로서 탁월함을 보여주시는 서성만 상무님(세방기업), 최고의 가
창력으로 어떠한 가수도 부럽지 않고 말없이 궂은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이문원 상무님(스카이 상호저축은행), 맏형님으로 동기
회를 화목하게 받쳐 주시는 김영화 대표님(세기정밀), 언제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상헌 원장님(금융결제원),
씩씩한 우리 최중희 사장님(오월커뮤니케이션즈), 의리의 사나이 김태원 상무님(한국투자증권), 마지막으로 구수함이 넘치는 맛
집의 대가 김영찬 이사님으로 구성된 운영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임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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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를 통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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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기들은 2004년 9월 1일(입학식)부터 2005년 2월 16일(수료식)까지 진행된 KAIST AIM(최고경영자과정) 21기 교육과

연한 기대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조직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 입니다. 저는“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라
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식구가 된 직원은 따
스한 가족애를 느끼며 전문적인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
다는 것이 저의 작지만 큰 포부입니다.
“미래의 기대와 희망이 오늘의 희망을 결정한다.”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우리는 모임이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

만 모든 면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모든 것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지

고 즐기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주로 집행부에서 장소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키고 노력하며 사는 소박한 정신, 여러분이 이것을 삶의 기본 자세로 했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브자리 고춘홍 사장님(AIM 21기)이 4월 15일에 보스톤 마라톤에 참여하셨습니다.“형님”
,“아우”

면 하는 바램입니다. Frontier

하면서 지내는 저희 멤버들이 어떻게 사장님의 미국행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어요. 플랭카드에“장하다. 고춘홍, 일낸다. 고춘
홍”
이라고 프린트하고, 그것도 부족해 모두 매직을 들고“잘났어 정말.”
,“보스턴을 그대 품안에...”
,“영원한 오빠, 고춘홍 사장님
파이팅”
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써서 인천 국제공항에서 배웅을 하기도 했지요.
전인혜 기자

2005 홍릉 단풍길 걷기

2005년 가을의 테크노인으로 교학팀 전산센터에 근무하는
신재용 씨가 선정되었다.

알림란 / 가을의 테크노인/2006학년도 입시안내

알림란 /

2005년 가을의 테크노인

신재용씨는 2000년 4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입사 이후 교내 A/V 장비들을 꼼
꼼하게 관리하여 오며, 여러 강의와 각 연구실의 세미나 활동 및 그룹토의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KAIST CEO Forum과 MBA Open school, 학교 문화행사와
같은 중요한 대, 내외적인 행사 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하여 성공적
인 행사를 치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영화
상영 및 음악회 개최,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 등에도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지원으로
학생들의 과외 교양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선진적인 A/V 기
술 도입을 통해 화상 회의 및 화상 면접 등을 가능하게 하여 KAIST 테크노경영대학
원의 업무 효율 증진도 이루었다. 신재용 씨는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예전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얘기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살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으름이 있어 항상 그 게으름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는데, 애쓴
결과로 이번 테크노인이 된 것 같네요. 사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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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설치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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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교육용 장비나 기기 등을 잘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 다시 한번 선정과 축하에 감사 드립니다.”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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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전공 및 학위
MBA: 200명 내외
테크노경영, 금융공학, 경영정보, 텔레콤경영
Executive MBA: 40명 내외(주말과정)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관리자 및 임원 대상
■ 입학전형 내용 및 일정
구분
인터넷 접수
영어시험(TEPS)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2005.11.1(화) ~ 11.4(금) 17:00까지
2005.11.9(수) 14:00
2005.11.25(금)
2005.11.29(화) ~ 12.1(목)
(EMBA : 2005.12.2(금) ~ 12.3(토))
2005.12.9(금)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www.kaistgsm.ac.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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