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rontier
KAIST EMBA
차세대 CEO를 키운다

2004 Summer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신흥우展

창조프로젝트

Shin Heung-Woo Art Exhibition

제 1대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안병훈 교수

Management, Technology & Art
✸✶✶✺✴✻✴✷✼▶ ✼✴✹✶

Pq❢o❥o❤❀✸✶✶✺✴✻✴✷✼ 17:00
Where : 2nd F1 Lobby of Supex Building,
KAIST Grauduate School of Management

제 2대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이진주 교수

제 3 대 테크노경영대학원장

現 테크노경영대학원장

김성희 교수

박성주 교수

04

나침반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05

특별기고

박충환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06
09
10

News

테크노뉴스

12

Feature Article

차세대 CEO를 키운다, KAIST EMBA

20
22
24
26
28
30

People / Opinion

동문탐방 - 이관식 동문

32
34
35

Culture

고위경영자과정뉴스
Executive Program News

캠퍼스 탐방 - 2004 GTMC Ph.D. 컨소시엄
논문대회 수상자들과의 만남
Globalization - KGSM의 새로운 Global Opportunity
국제 컨퍼런스 참가기
Career Development - 차세대 MBA 교육의 방향
교양코너 - 테크노 문화행사, 세상 엿보기
테크노인 - 여름의 테크노인
알림란 - 2005학년도 학생모집

contents

28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Frontier 28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2004 SUMMER Vol. 9 No.3 (통권28호)
발행일

2004년 7월 10일

발행인

박성주

편집인

김동석

기 획

황은정

취 재

권상집, 김문용, 문태호, 신 율, 전종일, 최보배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43
TEL (02) 958-3246

디자인

FAX (02) 958-3243

경희정보 디자인팀 Designest (02) 2263-7534

나침판 /
기업 사회책임의 본질

우리나라 MBA의 경쟁력
사람들끼리의 억지 영어 강의 보다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쓰더라도 정확한 내용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때 영
어만 아는 외국 학생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Bi-lingual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화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둘째는 지리적 이점이다. 요즈음과 같은 사이버 시대
에 아무리 원격 교육이 현실화 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값싼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는 한정적이
어서 보완적인 매개는 될 수 있으나 최고 수준의 교육은
아직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
히 EMBA와 같이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 이상의 경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영 교육은 최고의 질과 함께 시간과 지리적인 제약을 떠
나서 생각할 수 없다.
셋째는 비용의 이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MBA는

해외 유수 대학의 MBA 출신 직원들을 평가하였다고 한

지 포함하면 3, 4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KAIST Executive MBA 프로그

이다. 해외 유수 대학 MBA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 능력

램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학비는 미국 유수 경영대학과

이나 글로벌화에서 앞서 있으나 업무 수행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나 기회 비용의 이득은 크다.

다. 평가 결과는 KAIST MBA 출신이 더 우수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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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특히 기회비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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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유수 대기업그룹에서 KAIST MBA와

다양한 용어를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내용을 깊이 있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MBA 교육의 경쟁력은 교육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내용과 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영대학들이 경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어진 태스크를 완벽하게

영전략 분야에서 Harvard 경영대, 마케팅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 능력면에서 KAIST MBA가 뛰어났다고

Kellog 경영대, 기술 혁신 분야에서 Babson 경영대학

한다. 이는 물론 표본의 한계와 상황적 변수로 인해 일

을 이기기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기

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MBA 교육에

위해서는 남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이름만을 빌려오기

시사하는 바는 크다.

보다는 자기만의 비교 우위를 찾아야 하며 이런 뜻에서

바야흐로 교육도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이제는 우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추구하는 기술과 경영

나라 학교들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경

의 결합과 아시아적 경영 이론의 창출은 큰 의미를 갖

영대학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다. 현

는다.

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MBA 교육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최근 KAIST에서 열린 GTMC (Glob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onsortium)에서 세계 유수의 경

첫째는 언어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영 대학장들이 모여 이들 경영대학들간 네트워크에 의

은 우리의 약점이자 강점이다. 만약 100% 영어강의를

한 GTMC Virtual Business School을 얘기하였다.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가 내용

이제는 어느 한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불가

의 50% 정도 전달하고 학생들도 이의 50% 밖에 이해하

능하다. 결국 미래의 MBA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은 개

지 못해 전체적으로 실제 내용의 25% 밖에 전달되지 못

별 경영대학의 확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대등한 협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 영

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어가 아니라 100% 내용의 이해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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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세계적 수준의 KAIST EMBA 과정을 기대하며…

세계적 수준의
KAIST EMBA 과정을 기대하며…

Global 경영교육은 단순히 경쟁환경을 국내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전략의 수립과 집행,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에서의 다양성의 조화와 절충을 요구
하며,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순화된 경영개념을 넘는
고도화된 접근 방법을 요구

C. Whan Park (박충환)

5

Frontier

Joseph A. DeBell Professor of Marketing

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경영교육은

Program에 많은 기대와 교수진들의 노고에 축하를

단순히 경쟁환경을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확대한

보내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 유수의 경영대학원에서

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전략의 수립과 집행, 그것을 수

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직장경력 3~5년 정도의 학생들

행하는 조직에서의 다양성의 조화와 절충을 요구하며,

을 대상으로 하는 full time MBA과정과 더불어 직장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순화된 경영개념을 넘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관리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말 Executive MBA과정이 매우 활성화되어 왔
습니다.

KAIST 교수진의 세계적인 수준, 그들의 열정, 집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Global Orientation

본인은 KAIST Executive MBA 프로그램이 소수정

이 깃들여진 Executive MBA Program이 세계적인 수

예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1세기 한국기업들이 당

준으로 도달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며 국내 타

면한 변화와 혁신 중심의 특화 된 교육내용은 물론, IT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믿고 있

와 국제화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습니다.

Management Education Program으로 좋은 출발을
시작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Management

이 영광스러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마음은

Education에서 Global Orientation은 최근 국제추세

이러한 출발에 동참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로 비추어 볼 때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근 USC에서도 다양한 Global Program(예: USC-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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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출발한 KAIST의 Executive MBA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제12대 신임총장
러플린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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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일, 이재준, 김사라
‘Global Management Game 2004’
아시아 유일 입상

전자정부 연구센터,
브루나이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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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제12대 신임총장에 노벨 물리학상

경영공학 석사 2년차 전종일(28), 이재준

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센터장 김성희

수상자인 美 스탠포드대학교 응용물리학과 로

(24), 김사라(23) 팀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

교수)는 브루나이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을

버트러플린교수가선임되었다.

린‘Global Marketing Game 2004(GMG

국가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여 범정부 사업으

러플린 교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

2004)' 결승에서 3등을 차지했다. 아시아 팀 중

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 조

로서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양

에는 유일한 입상 팀이며 1등은 스페인 경영대

성을 위한 현지 워크숍을 다녀왔다. 김성희

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분수 양자 홀 효과

학 팀이, 2등은 포르투갈 직장인이 차지했다.

교수, 황보열 교수와 김현수 연구원은 삼성

대회는스페인Business & Marketing
(Fractional quantum Hall effect)’
로노벨물 ‘GMG’
School인
ESIC와 유럽경영대학협회 efmd가
리학상을받았다. 지난4월에는포항공대內에

SDS 조대환 수석, 행정부, 정통부 담당자

본부를 둔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직을 맡은

공동으로 주관하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한-브루나이 친선협회 그리고 OLETS社와

바있다.

Economist 가 후원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e-Prime社를 방문하고, 6월 9일에는 브루

KAIST 이사회는 지난 4월 16일(금)부터 한

경진대회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나이 대학에서‘한-브루나이 전자정부 워

달간에 걸쳐, KAIST를 21세기 세계 초일류 연

올해도 세계 50개국에서 550팀이 참가해 격전

크숍’
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Pehin

구중심 이공계대학으로 이끌어 갈 비전과 리

을벌였다.

Hazair 브루나이 수상실 사무 차관, 마모드

등과 함께 6월 6일부터 브루나이 대사관,

더십을 갖춘 인사들을 대상으로 총장공모를

대회 내용은 온라인 상의 가상공간에서 우

브루나이 전자정부위원회 간사, Chee Kim

하였으며, 98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러

유와 요구르트를 파는 회사를 운영하며 비즈

Loy 브루나이 대학 교수 등의 관련자들이

플린 교수와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6

니스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

참석해 한국과 브루나이의 전자정부 현황과

명의 인사가 총장공모에 신청했다. 그 후

회사를 경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시장환경

미래,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사례, 세계의 전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25일까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계학을 활

자정부 동향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러플린(Robert B.

용해 분석해 놓은‘의사결정 분석틀’
을 자체

졌다. 또한 전자정부연구센터는 브루나이

Laughlin, 54) 교수, 신성철(申成澈, 52) 물리

적으로 만들어 활용했던 이들은 통계학 공부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앞으로의

학과 교수, 박성주(朴成柱, 54) 테크노경영대

를 통해 키운 분석력이 예측하기 힘든 경영환

활동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학원장을 최종후보자로 확정하여 KAIST이사

경 속에서‘느낌’
에 의존하는 위험천만한 경

했다.

회에 추천했으며, 이날 러플린 교수를 제12대

영을 피하고 사실적 경험에 의거한 경영을 하

신임총장으로선임하였다.

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임 러플린 총장은 최근 KAIST 관계자

이번 입상으로 상금 3천 유로를 획득했으며

들과의 만남에서“KAIST를 세계적인 연구

영국 Economist紙를 통해 전세계에 한국과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본교의 위상을 알렸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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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뉴스

사회책임투자 워크숍 및 금융기관
UNEP 서명식 개최

2004년 홈커밍데이 개최

강보경

김영민

김태영

유은진

TimothyEdmundSmart

하수경

국제협력, MBA 마케팅,
학사업무 신규직원 채용

본교는 국제협력과 MBA 마케팅 강화 그

는 한국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한단계 향상

홈커밍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축하공연으

리고 신규과정 개설로 인한 학사업무 증대로

시키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 본교가 올

로 Marimba 연주와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

최근 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초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씨의 마술쇼가 마련되어 한층 흥을 더했다.

강보경(Techno-MBA & Green-MBA), 유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센터장 안병훈 교

동창회(회장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대표이

은진(MIS-MBA & Telecom-MBA)씨가

수)를 설립하고 그 첫 사업으로 유엔환경계

사)는 정기총회에서 졸업 10주년, 20주년 기

MBA 전공에, 김태영(E-MBA 과정), 하수경

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와 함께‘사회

념행사를 마련하고‘올해의 논문상’
으로 테

(CJ-KAIST AMP 과정)씨가 고위경영자과

책임투자 워크숍 및 금융기관 UNEP 서명

크노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종석 박사(경

정에 동참하게 되었다. 동문네트워크 활성화

식’
을 개최한 것.

영공학 93학번)의‘네트워크 외부성과 기술

와 효율적인 동문관리를 위해 본교 Techno-

선택’
을 첫 논문상으로 선정했다. 특강으로

MBA 출신인 김영민 씨(MBA 마케팅실)를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사회책임경영(CSR)’ 는 공연‘난타’
의 제작자인 송승환 PMC 프

채용하였다. 국제협력(International

과 사회책임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을 우선시

로덕션 대표를 초청해 문화산업의 중요성

Center) 업무는 충남대 어학강사와 코리아

하는 선진국형 금융투자방식인‘사회책임투

및 비전에 대한 체험담을 듣는 기회를 제공

타임즈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Timothy

자(SRI)’
를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에 널리 알

했다. 이날 참석한 한 동문은“오랜만에 그

Edmund Smart(국적 U.S.A.) 씨가 담당하

리고 낙후된 국내 SRI, CSR 수준을 글로벌

리운 동문과 은사들을 만나 정겨운 담소를

게 되었다. Timothy는 KAIST 최초의 외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나눌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잘

인 정규 행정직원으로서 본교의 세계화와 이

이규성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행사

접해보지 못한 공연과 특강으로 유익한 시

에 대한 마인드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

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대된다. 신규 직원들의 열정 넘치는 활동을

이날 세미나는 이윤획득과 사회적 신뢰구

에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Niclas
Svenningsen(유엔환경계획), Melissa
Brown(아시아사회책임투자협회), Pierre
Trevet(이노베스트 전략적 투자자문 그룹),
서울대 최도성 교수의 발표와 김광림 재경
부 차관의 특별연설을 통해 SRI와 CRS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KAIST CSR 연구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각 부문의 SRI, CSR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
한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해 우리 금융기관
의 투자위험관리능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안정을 위
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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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오후 수펙스경영관에서 제6회

Frontier

4월 30일 서울 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EMBA 2기 모집 설명회 개최

8

2004년 여름학기 해외교수 초빙

취업지원실, 헤드헌팅 서비스 개시

KAIST EMBA(책임교수 김영걸) 과정은

본교는 외국에서 활동중인 세 명의 교수

취업지원실은 전문 헤드헌팅 서비스업체

6월 1일 수펙스 경영관 최종현 홀에서 2기

를 초빙해 여름학기 강좌를 개설했다.‘국제

인 (주)KoreaHEAD社와 제휴를 맺고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보경 교수(고위

재무정책(2학점)’
을 맡은 김용철 교수(위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경영자과정 Director)는 국내외 EMBA 최

콘신대학)는 미국에서 국제 기업재무 및 금

전용 사이트(http://kgsm.koreahead.com)

신 동향을 설명하고 김영걸 교수는 지난 3

융시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본

를 오픈했다. 회원가입을 한 후 이력서를 등

월에 시작한 1기 수강생들의 교육과정과 반

대학원 학생들에게 미국의 최신 연구동향을

록하면 경력관리 및 헤드헌팅 서비스를 무

응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강의 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시장미시구조(2

료로 받을 수 있고, 30여명의 전문 컨설턴트

석률 97%와 과제 제출률 100%라는 놀라운

학점)’
을 맡은 정기호 교수는 현재 뉴욕주립

들이 제공하는 취업관련 고급정보를 이용할

수치를 공개하며 기업의 중견관리자들이 주

대(버팔로)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뛰어난 연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

말을 활용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과정에

구실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연구저널에 많은

다 세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취업정보를

참여하며 좋은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논문이 게재된 바 있어 학생 논문지도 등에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의 인사/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기업통

육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KAIST EMBA

합정보시스템(3학점)’
을 맡은 문영배 교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고, 이미 이 과

(시라큐스대학)는 관련 학술 단체들에서 중

정에 파견 보낸 기업의 인사담당자들 또한

책을 맡고 있는 ERP분야의 전문가로서 수

참석해 내년도 신입생 파견에 대한 상담을

강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

했다. EMBA 원서 접수는 11월부터 시작되

을 것으로 기대된다.

Frontier

며 9월 중 또 한번의 모집 설명회가 시내에
서 열릴 예정이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헤드헌팅 서비스 http://kgsm.koreahe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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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경영자과정뉴스

❷

❶

❶ AIM 20기 2차 워크숍
❷ AIM 문화행사“이은결 마술쇼”

❸

❸ 고위경영자과정 강의실 및 Lounge 오픈 축하행사

고위경영자과정뉴스
CJ-KAIST AMP 과정 개설
program)과정을 개설했다. CJ그룹이 경영진들의 국제적 경영안목 배양과 기업의 지속적 경쟁력 창출을 위해 본교와 함께 마련
한 것으로,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국내 CJ계열사 경영진은 물론 해외 주재 경영진까지 교육에 참가하기 때문에 9일이라
교육일정은 1기 교육이 5월 중순부터 9일간 실시되며, 그 후 격주로 진행되어 7월 초 마지막 4기 교육을 마치게 된다. 이 과정은 경영
자로서 필요한선진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사례 학습을통해 경영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기획되었다.

고위경영자과정 강의실 및 Lounge 오픈 축하행사
고위경영자과정 강의실과 Lounge가 그간의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모습을 선보였다.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 인기를 끌고있는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의 마술쇼와 보물찾기 등의 축하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가 있는 워크숍이었다.
이어 6월2일(수), 2차 배우자 워크숍에서

AIM 20기 2차 워크숍

교육 및 와인의 역사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또한 볼륨댄스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
부가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

화행사로 마련되었다. 임 대표는 이은결의

는 컴퓨터 실습과‘서울 그 옛모습의 재현’ 소속사인 (주)비즈매직(최병락 대표)에 공동
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대표로 근무하며 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다
가‘칼라불꽃’특허 사업의 확장을 위해 독

3월26일(금) 열린 20기 2차 워크숍에서는
과정생과 배우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정보화

대표의 제안으로 교육생과 가족을 위한 문

AIM 문화행사“이은결 마술쇼”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과 머리 희끗한 최
고경영자들과 만남.

려하였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따로 교육

이번 마술쇼는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의 기회가 없었던 배우자들에게 특별히 의미

20기 재학 중인‘(주)세인트크로스’임진만

립한 신세대 경영인이다. 매일 딱딱한 서류
와 경제이슈로 고민하면서도 자기계발 노력
을 멈추지 않는 사장님들을 위한 위로 차원
에서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AIM 과정 재학
생들 외에 일반 학위과정 학생들도 참석하
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는 초단기간에 걸쳐 강도 높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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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CEO’
양성을 위한 국내외 CJ 계열사 경영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CJ-KAIST AMP(Advanced Management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❹

❺
❹ K-CEO 중국 상하이 연수
❺ AVM 11기 워크숍
❻ K-CEO 12기 현장견학

지식최고경영자과정(K-CEO)

❻

경리로부터 중국진출 성공과 실패사례를 생
생하게 들었다. 또한 현지 국내기업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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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O 12기 현장견학

업계 중국진출을 주도하고 있는 이마트를 방

지난 4월 8일(목) 포스코에서 제12기 K-

쟁하면서 중국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

CEO과정 현장견학이 실시되었다. 지식경영

을 수 있었던 요인과 중국진출을 위해 반드

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으로 꼽히는 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얻

스코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

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관춘에 이어 정부

경영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

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장강 하이테크

고 포스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경영 시

단지에 형성된 벤처밸리를 둘러보면서 21세

스템을 체험하였다. 특히 KM 담당임원 허

기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저력을 또

남석 상무가 직접 지식경영 특강을 진행함

한번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문하여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까르프 등과 경

AVM - 11기 중국해외연수
4박 5일 동안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진 11
기 해외연수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기의 상해/소주 해외연수에 이어
2번째인 이 프로그램은 초청특강 및 간담
회,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중국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진출전략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둘째 날부터는 KAIST 지식최고경영자과정
(K-CEO)과 일정을 함께하여 상해 이마트,
농심 기업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활동중인
이규철 대표(상해 KC 투자자문유한공사),

으로써 지식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여

박승호 교수(China Europe International

주기도 하였다.

Business School) 등의 특강을 들었다. 이
번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하루가 모르게

최고벤처경영자과정(AVM)

K-CEO 중국 상하이 연수
지난 4월 22일~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12기 K-CEO과정생들이 중국 상하이로
연수를 다녀왔다. 도착 첫날 박한진 차장

달라지는 상해의 모습과 대조적인 항주의
모습 등 중국인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이해

AVM - 11기 워크샵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다.

AVM 11기 워크숍이 3월 19일(금)~20일
(토)에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다.

최고텔레콤경영자과정(ATM)

(KOTRA)이“상하이 경제동향”이란 주제로,

양일의 일정 동안 과정생들은 KAIST 캠

박승호 교수(CEBIS)가“Firm Performance

퍼스를 방문하고 KAIST 양동열 교수의‘기

and Competitive Dynamics in China”
란

술도전과 창의성’특강을 들었다. 또한 11기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튿날은 K-

회사소개 및 반별 모임의 시간을 통해 시작

ATM 5기 배우자 워크숍이 4월 22일 있

CEO 2기 동문기업이기도 한 상하이 주재

때의 서먹함이 사라지고 친목과 팀웍을 다

었다. 과정생과 배우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기도 하였다.

유복성 재즈 퍼커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농심’
을 방문하여 공장견학과 함께 현지 총

5기 배우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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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이모저모

❼

❽

❾

❼ ATM 5기 배우자 워크숍
❽ ATM 5기 삼청각 방문 필드스터디
❾ EMBA 2기 모집 설명회 개최
❿ HMC 3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❿

터 통신실습시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스마트

LG화학 노기호 사장 특강

었다. 평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폰(CYON LG-SC8000) 6대를 기증받았다.

지난 5월 11일에는“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재즈장르를 직접 접하고, 여러 라틴 타악기

스마트 폰은 cdma 2000 1x EV-DO 네트

리더의 역할”이란 주제로 LG화학 노기호사

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어 흥겨운 리듬에

워크를 통하여 고속 무선인터넷의 사용이

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변화하고 있는 기

몸이 절로 들썩여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능하며, 동영상, MP3 및 백만화소급 카메

업환경과 그 속에서의 기업의 과제 그리고

라 모듈을 이용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멀티

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열강과 AIC 동
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단말기이다. 보편적인 개인용 통신수단으로

5기 과정생들과 배우자들이 삼청각을 방

자리잡아가고 있는 스마트 폰을 직접 사용

문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였다. 맑을 청이

해 봄으로써 통신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새

세 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북한산의 맑은 기

로운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운으로 둘러싸여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KAIST 글로벌전문가과정(HMC)

이곳에서 잠시나마 일상을 탈출해 평화로

3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전통 다례와 국악

4월 30일(금), SUPEX 경영관에서는

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늦은 저녁 주
변의 향 짙은 풀내음에 우리의 신명나는 가

최고사내컨설턴트과정(AIC)

락과 차분한 차 향내가 어울려 바쁜 일정에
지쳐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줄 수
있었다.

렸다. 이번 입학식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최
순철 상무, 역량개발팀 김동민 과장, 전략조

6기 입학식
지난 3월 23일(화) AIC 6기 입학식 및 오

LG전자,
ATM 과정에 최신 스마트폰 기증

HMC 제 3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

리엔테이션이 SUPEX 경영관 최종현홀에서
열렸다. 기업의 중간관리자로 구성된 이번
AIC 5기 39명은 앞으로 16주 동안 각종 사

지난 5월 6일 ATM(최고텔레콤경영자) 과

례와 함께 문제해결능력 및 경영전략, 지식

정은 이번 5기 교육에 참가중인 LG전자(배

경영, 고객관계관리, 공급사슬망관리 등에

원복 상무, 인희식 상무, 오찬환 팀장)로부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정 1팀 송창일 부장, KAIST 테크노경영대
학원 김병천 부대학원장, 배종태 책임교수
등과 교육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으며, 8개월에 걸쳐 경영학 기초지식과
기술경영 및 생산경영의 전공지식들을 학습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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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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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삼청각 방문 필드스터디

미디어 기능이 지원되는 최첨단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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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타악기의 이해’
의 주제로 특강을 들

Feature Article

차세대 CEO를 키운다.
KAIST EMBA

차세대 CEO 를 키운다 .
KAIST EMBA

1. Prologue

2. 차세대 핵심인력양성의 새로운 대안, EMBA
(1) EMBA 대상 및 필요성

요즘 서울 홍릉 캠퍼스의 주말은 미래의 경쟁력 있는
CEO를 꿈꾸는 수강생들과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교수진들로 분주하다. 출
장이나 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들의
출석률은 현재 거의 100%다.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정어린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금요일 밤 12시
가 넘어가도록 카이스트 EMBA 학생 연구실에서는 여전
히 토론 소리가 들려온다. 토요일 수업 발표준비로 팀별
스터디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예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이루어지는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 수강생들에게 기숙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카이스트 EMBA 과정은 아
직까지는 국내에 생소했던 EMBA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잠재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카이스트 EMBA 과정은 날로 더해지
원이라는 국내 최고의 학비로 톡톡한 유명세를 치르기도
도 힘든 상황에서‘공부’
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 과
정이“정말로 잘 이루어질까”하는 우려와 의심을 품은
기업인사담당자들도 있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세계 최고의 MBA 프로

상으로 하는 전문 경영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MBA과
정이나 최고경영자 대상의 비학위 과정과 차별된다. 강의
내용도 MBA과정에서 배우는 기초 실무과정을 과감히 배
제하고‘전략적 이슈’
와‘최신경영 패러다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보다 인재육성
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핵심인재'
로 대표되는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데 기업들이 전사
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EMB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MF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데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기 개발과 재교육 대한 열의가 높
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EMBA는 풀타임으로 운영되는 MBA와 달리 주말과정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업을 유지하면서 배울 수 있으
며,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경력을 가진 사람
들과의 인맥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수업이 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어 배운 것을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램으로 발전시켜 미래 CEO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기획
한 EMBA 과정은 철저히 학생들의 선호도와 건의에 의해
수업과 교과과정이 설계되는 고객지향적인 교육을 표방
하고, 높은 수업료에 부응하는 고품질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기업의 차세대 핵심인력양성의 새로
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EMBA 과정을 해외사례와 함
께 자세히 알아보고, 그동안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EMBA
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KAIST EMBA의 운영현황 및 차별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정 1기생 두 명의 인터뷰를 통하여,
가정, 일, 공부 1인 3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과
KAIST EMBA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 생생
히 전해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2) 해외 선진 EMB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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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편, 사실 가정과 일, 두 가지의 조화를 맞추기에

특히 EMBA는 대개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간부를 대

Frontier

는 기업체로부터의 관심과 인기뿐 아니라, 연간 3,000만

핵심 인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제 EMBA를 주목하고 있다.

차세대 CEO 를 키운다 .
KAIST EMBA

국내와 달리 외국에선 EMBA는 이미‘차세대 CEO의

난 해 가을에 실시된 KAIST EMBA 수요조사에는 기업

엘리트 코스’
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EMBA가 가장

체와 입학을 희망하는 기업체 임원들이 모두 높은 관심을

먼저 등장한 곳은 시카고 대학으로 지난 1946년에 개설

표명했다. EMBA 과정이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되었다. 이후 10여 년 전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온 미국

는 비즈니스 교육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기업들이 모두

EMBA 분야는 2002년까지 공인 교육기관 수만 8,000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EMBA 과정이 미국

KAIST EMBA는 97%의 출석률과 83%의 강의만족도라

내 중년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등록금 수준도

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훌쩍 뛰어올랐다. 와튼 스쿨의 EMBA는 2년 기준으로 학
비가 12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대학은 11만

…>> 수강생 현황과 특징

2,000달러의 등록금이 책정되어 있다.

올해 3월에 입학한 EMBA 신입생은 모두 20명으로 경

매년 EMBA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파이낸셜타임스는

력이 평균 15년에 달하는 기업체 베테랑 직원들이 주로

최근 경영대학원들이 주말 강의, 타 대학과의 연계 강의,

선발되었다. 고려대 EMBA 과정이 평균 7년 정도의 직장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강생 구성이

경험을 요구하는데 비해 KAIST EMBA는 경력이 10년

국제화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 비즈니스 스

이상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쿨은 점차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기관과 함께 해외로 진

LG전자, 포스코, CJ, 기업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

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경영대학원은 시

업체 핵심인재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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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이외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에서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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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퍼듀대, 로체스터대 등도 스위스,

…>> 출석률과 강의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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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직장에서 주중에 힘든 업무를 마치고 주말에 학업에 매

아시아의 교육 허브라 해도 좋을 만큼 이 같은 프로그램들

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학교

이 잇따라 상륙하고 있다. UCLA대학은 최근 싱가포르 국

의 요구와 과제를 제 때 맞추어 제출하고 수업시간에 토

립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내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최고경영

론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

자과정(EMBA)을 개설키로 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선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EMBA 과정

EMBA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인시아드

에 입학한 신입생 모두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토

(INSEAD)나 스위스의 IMD는 MBA보다 오히려 EMBA

론에 참여하여 교수들의 학업부담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과정에 주력하여 명성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EMBA

덜어주고 있다. 97%의 출석률과 학기 중에 실시한 강의

가 알려진 것은 95년 무렵, 산업정책연구원과 핀란드 헬싱

만족도가 83%로 나타난 것은 교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키 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한‘KEMBA’
가 최초이다. 97년

학생들의 노력, 준비과정, 열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

부터 연세대 상남경영원도 조지워싱턴대학과 제휴해

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EMBA를 들여왔으며 고려대는 지난해 초에 EMBA를 개
설해 4학기 과정의 주말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 높은 수업료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KAIST EMBA 수업료는 학 학기에 무려 1,500만원에
이른다. 고려대 EMBA의 한 학기 수업료가 800만원인 점

3. 한국 EMBA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 높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선 높은 수업료에 해당되는

(1) KAIST EMBA 쾌속 순항 중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해외 Field Trip을 통

KAIST EMBA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주중에는 회사

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으

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주말(금~토)에는 학업에 열심히

며 기존 MBA 코스에서 다뤄지는 2과목의 핵심 내용을 한

임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과목으로 통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고객지향적 교육과정 설계

직접 학생들의 학업과 수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KAIST EMBA의 모든 교육 과정이나 조건은 철저하게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학

우리는 KAIST EMBA 과정이 얼마나 고객지향적인 사고

교가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강

에 충실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하는데 비해서 본교의 EMBA는 철저하게 학생들의 의
견과 기업체의 요청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등의 학사 시스

…>> 수강생 요청에 의한 특별강좌 개설: PC 실습

템을 운영하고 있다.

EMBA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PC 실습은 학기 초 예정에

KAIST EMBA의 고객지향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학

없었으나,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히 개설된 강좌이

생들의 불만이나 하소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기업에서

다. 수강생들의 컴퓨터 활용 및 Presentation 자료 준비 능력

밤새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학업의 과중함에 시달리다 보

을 제고하기 위해 MS Word, Excel, PowerPoint 3가지 강좌

니‘학업의 과중함에 대한 불만’
을 표출한 일이 있었다.

를 2주씩 총 6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나 EMBA 책임교수인 김영걸 교수는‘하버드 MBA

실시하고 있다. PC 실습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

의 학업과 과제, 그들이 겪는 치열한 생존력’
을 배워야 한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하였고,‘EMBA 교육의 미래와 필
요성, 자부심’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 Quota System

반응을 다시 이끌어내셨다고 한다.

한 기업의 파견인원은 EMBA 정원(50명)의 10%를 넘지
못한다. 교수의 강의 못치 않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 수

(2) KAIST EMBA에만 있다.
- 수강생 100% 만족도에 도전한다.

강생들과의 대화와 그룹토의,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이 중요한
데, KAIST EMBA 과정은 1기

…>> 16주 3학점 정규과목 개설

부터 한 기업의 파견 가능인원

기존의 국내 EMBA 과정들은 주말에 12시간씩, 2주 연속

을 제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

으로 같은 강사가 연강하고 1.5 학점을 부여하는 모듈식 강

이고 있다. 실제로 10명 이상의

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강사진 섭외 및 과정운영

인원을 파견하려고 했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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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수강생들의 학습효과(예습, 복습,

도 학교의 요청으로 파견 예정

과제수행, 강의 내용 이해 및 평가)에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

인원 중에 4-5명으로 다시 추

들을 내포하고 있다. KAIST EMBA 과정은 해외 톱 EMBA

려서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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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구성원 내 직급, 연령을 반영
한 특별한 교육과정 과정에 참
석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직급은

…>> 수업 녹화 비디오 택배 서비스

과장에서부터 CEO까지 그 스

EMBA 과정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할 수 있

펙트럼이 다양하고 전문분야 또

는 과정이며, 그 구성원은 차세대 CEO가 될 기업의 중견

한 가지각색이다. 이러한 다양

관리자 및 임원들이다.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토

한 수강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과정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이들은 학생인 동시에 각

만족스러운 강의를 진행하기 위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해외출장 등

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강생들의

부득이한 결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본 과정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과 호기심

는 결석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아 수업을 녹화하고 녹화

을 유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

테이프 및 강의교재를 수강생에게 강의종료 후 24시간

다. 이에 단편적인 이론중심의

내에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접하

강의 중간 평가, 파견기업과의 지속적인 Feedback 수

게 되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

업기간이 7주가 지나면 8주째에는 휴식 기간을 주어 회

시하며, 일반 MBA과정보다도

사업무 학업으로 지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

더 많은 그룹토의와 발표중심의

고 있으며 그 사이에 강의만족도와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으로 수강생들의 참여를 독

이를 토대로 후반기 강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려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화

EMBA 과정 중 2명이상 파견한 기업에게는 책임교수가

시키고 있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기의 모든 과목들을 16주 3학점 정

차세대 CEO 를 키운다 .
KAIST EMBA

(3) 가정, 일, 공부 1인 3역의 주인공

“가정과 기업이 하나라는‘家社不二’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전 '事學不
二'라는 말을 만들어서 몸소 실천하려고 합니다. 일과 배움은 절대 별개일
수 없으니까요.”가정과 일, 공부라는 1인 3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해 내고
있는 KAIST EMBA 1기 POSCO 김준식 이사. 그는 자신만의 뚜렷한 주
관을 가지고 이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는 경영인이다.

“事學不二”를 실천하고 있는 경영인, POSCO 김준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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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KAIST EMBA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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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금속공학도 출신으로 POSCO에 입사해서 20년 동안 제철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 당시 제조부
문에서 약 950명 정도의 대규모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기업의‘성장’
과‘혁신’
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POSCO 기업 내부의 판단 하에, 작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년 1월, 경영혁신실장으로 부임하여 현재는 해외 및 국내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POSCO가 현재 기치로 내세우고 있
는‘성장’
과‘혁신’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의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다 보니, 재무 분야 지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A 가치평가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도 재무관련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KAIST EMBA의 경우 단순히 전
달에만 그치는 모듈식 강의가 아니라는 점이 맘에 들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수업과 이와 관련된 과제 수행, 그리고
교과목 평가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강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성과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KAIST EMBA의 구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되어 지
원하게 되었죠.

❘: 현재 이사님께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전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만큼은 철저하게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6시 30분에 수업이 끝
나면 수강생들과 함께 모여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 모임에서는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사례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또한 2주에 한 번씩 치루는 퀴즈를 대비하고, 다음 수업에 대한 예습도 하지요. 전 금요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잡니다. 집까지는 왕복으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 다음날 공부를 위해서, 또 체력 비축을 위해서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지요.

❘: 주말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무척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가족들 모두 제가 공부하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도 이전부터 해 오던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으며 명동성당에서 카운슬링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또한 몇 년 만에 영어 공부도 하고

있지요.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주중에 아내와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더욱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지방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어서 평소에도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편은 아니지만, 각
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고 있지요.

❘: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교에서 공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학기에 듣는 세 과목이 모두 실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회사로 돌아가 바로바로 적용
하고, 적용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M&A 가치평가
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직과목의 경우, 해외 유명기업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POSCO
way’
라는 것을 업무적으로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한 상황 하에서 조직 구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죠. 그리고 정보관리시간에는 ERP 도입과 관련된 process innovation 등을 배움으로써 수업시간
에 배운 이론과 제가 현업에서 쌓은 경험을 접목시켜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휴식은 열차 안에서.
하지만 꿈이 있기에 후회는 없다.

(주) 루트 앤 루트 대표이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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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본사 승용 판촉부에서 판촉전략 및 경쟁사 대비 전략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7년간 근무한 후 전자관련 중
소기업의 기획실장을 거쳐 ㈜루트 앤 루트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 초창기에는 영업에, 그 이후에는 기술에 온몸을 던
졌습니다. 영업과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회계 및 재무관리를, 그 이후에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창립 후 성공한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 모두가 동일한 과정
을 거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차츰 제 자신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
제 경영 서적들을 꾸준히 읽어 왔지만 보다 체계적 공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사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라
는 확신으로 KAIST EMBA 과정에 지원하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부산, 서울을 오고 가는 것이 무척 부담되는 일이지만 입학 전에 김영걸 교수님을 만
나 뵙고, KAIST EMBA의 교육목표와 취지, 교육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 들은 후 저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현재 매주 고속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EMBA 과정을 위해 학교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업무와 병행하는 것
이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 동기 학우들이 그러더군요“사장이 없는 금, 토요일은 직원들이 좋아하겠다”라고요 그러나 저희 회사는 사장이 있다
고 더 열심히 하고 없다고 하지 않는 회사는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직원들의 헌
신이 저희 회사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CEO의 4가지 역할인 비전과 전략, 인사, 재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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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업체의 대표 이사로서 KAIST EMBA 과정에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세대 CEO 를 키운다 .
KAIST EMBA
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그물망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요일 밤은 새벽
4시정도까지 과제와 시험, 수업 준비 등을 합니다. 다행히 요즈음은 고속 열차(KTX)가 개통되어 서울로 올라가는 열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곤 합니다.

❘: 주말에운영되는과정이다보니가정에서지내는시간이무척줄어드실것으로생각됩니다. 이문제는어떻게해결하셨는지요?
❇: 아내에게 우선 입학원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KAIST EMBA의 2년이 나의 인생에서 전력
을 다해 공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고맙게도 아내는 저의 진심을 이해했고, 지금은 적극

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미안하지요. 하지만 공부하는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도 스스로 많이 느끼고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을 리라 생각합
니다.

❘: 바쁜시간을쪼개학교에서공부하신내용이회사를경영하심에있어어느정도도움이되십니까?
❇: 저는 KAIST에서 배운 것은 모두 회사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논의된
것은 바로 적용 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아직 작은 회사기 때문에 리소스의 부족으로 적용해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회사는 언제쯤 저런 것을 시도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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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리소스의 부족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해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시 한 번 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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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가다듬죠.

❘: 이제EMBA에입학하신지도거의한학기가지나가는데요. 본과정에건의하시고싶은사항이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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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다룬 사례를 발굴하여 수업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논문들이 거의 외국사례나 대기업 사례이기 때
문에 중소기업의 사례를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건강한 중소기업 사례의 발굴에 KAIST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KAIST EMBA 과정을이수하신이후의포부를밝혀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 저는 KAIST EMBA 과정의 2년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성공 그 자체도 중요하
지만 어떻게 성공 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고,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만들 것인가는 더 더
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기
업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나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10년 후 저희 ㈜루트 앤 루트
가 KAIST CASE 연구 자료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에필로그
KAIST EMBA는 높은 수업료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과 고객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한국 EMBA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수강생 인터뷰 중에 한 수강생이 이런 말을 하였다.“지금도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기억
나는 것은 제 자신이 2년 동안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나머지 반은 KAIST가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
다.”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는 교수들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
생들의 멋진 조화야 말로, KAIST EMBA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KAIST EMBA를 통해서 배출된 차세대 CEO가 세계
를 누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Frontier

KAIST EMBA 2기 설명회 현장 속으로

지난 6월 1일(화) 오전 11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 경영관 5층 최종현 홀에서는 2005년
3월에 입학할 EMBA 제2기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CJ 주식회사, 삼성구조조
정본부, 대우조선해양, KTF, SK C&C, 동부제강, 현대시멘트, 농협중앙회, ㈜삼천리, 창대산업주식회
사, ㈜영일 프레시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등 12개의 기업에서 온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배보경 교수(Executive
Program Director)의 국내외 EMBA 최신 동향 소개는 KAIST EMBA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의 EMBA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없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김영걸 교수(EMBA 책임교수)는 KAIST EMB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EMBA 1기 운영현황 및 수강생들의 수업 모습, 방과 후 스터디 모습 등을 동영상에
담아 보여줌으로써 설명회 참석자들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 1기 수강생들이 전반적
으로 강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김영걸 교수의 발표는 KAIST EMBA가 강도 높은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학교 시설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아트리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로써 KAIST EMBA 2기 설명회는 각 기업의 차세대 CEO가 될 핵심인력으로 지목되는 참석자
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 속에서 무사히 치러졌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고의 EMBA를 향해 성큼
다가서고 있는 준비된 KAIST EMBA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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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김영걸
E-mail: ygkim@kgsm.kaist.ac.kr
Tel: 02-958-3614
Fax: 02-958-3604

Director/Ph.D.: 배보경
E-mail: bokyungb@kgsm.kaist.ac.kr
Tel: 02-958-3065
Fax: 02-958-3990

담당직원: 김태영
E-mail: blau-ty@kgsm.kaist.ac.kr
Tel: 02-958-3403
Fax: 02-958-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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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istgsm.ac.kr/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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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 탐 방

만능 스포테이너(Sportainer),
올림픽스포츠 코퍼레이션 이관식 회장
전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어
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 樂이지요.”햇살이 따뜻한 점심시간, 논현동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위치한 한 정통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만난 이관식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동문탐방에서는KAIST

그길을왔을뿐이죠.

테크노경영대학원 AIM(최고정보경영자과정) 6기 동문이자 올림픽 스포츠 코퍼레이션(올림픽 콜로세
움 & 올림픽 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관식 회장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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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식 회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경희대 재학생 및

스포츠 코퍼레이션은 21세기를 주도할 스포츠

골프경영 최고 과정생 등을 대상으로 골프산업

산업의 선두주자로, 골프 및 생활 스포츠의 대

전반에 관해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에 대한

중화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올림픽

강의를 4년째 해오고 있다.

스포츠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올림픽 컨트

학력
1970년
1977년
1998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 선더버드 대학원(MBA) 졸업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IM 6기 수료

경력
1970년
1979년
1980년
1983년
1988년
2000년~
2001년~

한국일보 기자
美 폴라로이드 회사 동남아 마케팅 매니저
美 폴라로이드 회사 한국 지사장
조영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영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올림픽스포츠 코퍼레이션 회장
경희대학교 골프경영학과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골프산업 연구소장
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 역임
대한 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 역임

리클럽(Olympic Country Club)은 1988년

이관식 회장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개장한 대중 골프장이

AIM(최고정보경영자과정) 과정을 수료한 후,

다. 올림픽 콜로세움(Olympic Coliseum)은

지금은 정보화 전도사로 불리울 만큼 정보기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품격 헬스테

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경영인이다.

크 스포츠클럽으로, 이 곳은 얼마 전 스포츠서

그는 AIM 과정 당시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울이 주최한 브랜드 이미지 조사에서 대한민국

“제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의 동호

스타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스포츠클럽 부문

회 사이트 게시판에서 어느 날 골프장에 대한

1위에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1999년

불만사항을 올려놓은 고객의 글을 보게 되었

10월 개장한 올림픽 콜로세움은 실외 골프연

죠. 어떤 면에선 매우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선

습장과 휘트니스, 에어로빅, 스파까지 호텔 수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고객의 소리를 듣고 이

준의 최신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

를 바로바로 반영하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는 장점과 더불어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최상

컴퓨터를 배우기로 맘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고

정말 컴맹수준이었죠. 그러나 AIM과정을 통

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해 매우 재미있고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

프로골퍼 박세리가 미국 프로에 진출할 당

니다. 그 때 처음으로 이메일을 배웠습니다.

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을 지

그 당시 가입했던 유니텔 ID를 아직도 그대로

낸 이관식 회장은 현재 경희대 골프 경영학과

사용하고 있지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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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자 과정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에 있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 과정들은 시간과

어서도 남보다 아이디어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 스포

금전 투자만큼의 대가가 없고 주로 사교의 장으로서만

츠는 현재 마케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포츠 분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의 마케팅이 절실하죠. 스포츠도 영화나 오페라 같은

않는 산업과 이론을 접목한 KAIST 교수님들의 강의

문화산업처럼 마케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를 들으며 급변하는 시장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

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국내에 스포츠마케팅연구

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과정을 수

소를 세우는 것이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료한 분들과 새로이 형성된 휴먼 네트워크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지요.”

그는 실제로 스포츠광이기도 하다. 보는 스포츠가
아닌 직접 즐기는 스포츠를 더 좋아한다. 이미 34세부
터 헬스와 골프를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생

이관식 회장은 KAIST와 AIM 과정에 대한 애정이

활화 하고 있다.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도 매일 아침마

대단하여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해마다 5월 15일 스승

다 6시 반부터 8시까지 규칙적으로 유산소운동을 하

의 날 주간이 되면 AIM 교수님들과 동기생들을 본인

고, 오후에는 골프연습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게을리

의 골프장으로 초청하여 자비로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하지 않으며, 주말엔 골프 라운딩과 등산도 함께 즐기

있기도 하다.“KAIST에서 비록 뒤늦게 공부를 하였지

고 있다.

만, 그 당시 뵈었던 교수님들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
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기들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
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요.”

“경영철학이요? 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곤 해
요. 전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
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 길을 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의 합성어인 스포테

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돈에 대해 5가지 정의를 내

인먼트는 이관식 회장이 실제로 스포츠 관련 산업에

려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돈에도 인격

종사해 오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이 있다. 둘째, 자식 돈 주면 버린다. 셋째, 내 돈도 남

있다. 그는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

의 주머니에 있으면 남의 돈이 된다. 넷째, 돈은 돌고

기도 하지만, 이를 즐겁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

도는 것. 다섯째,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한다. 그래서 그는 현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단

다. 어때요? (웃음)”

순히 운동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클리닉, 이벤트, 동

바쁜 와중에 인터뷰 내내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호회 모임 그리고 자체 골프대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지으며 인터뷰에 응해준 이관식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

물론,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를 쉬지 않

을 전한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

고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스

다며 때론 중간중간 기자가 되기도 했던 이관식 회장.

포츠클럽에는 왕초보회, 숙녀회, 싱글회, 의사회 등의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호회가 꽤 많이 있고, 그 어느 곳보다도 동호회 활동

“젊은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이 활성화되어 있어 회원들간의 유대가 돈독하기로 정

크게 가지고 목표를 크게 가지세요. 인생을 살아가면

평이 나 있다. 이렇듯 그의 남다른 스포테인먼트 운영

서 때론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경

전략은 다른 스포츠클럽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이다.

험들이 인생의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젊어서 사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하였고, 한

랑도 꼭 실컷 해 보시길...” Frontier

국일보 기자로 재직할 당시에도 스포츠자로 활동하였
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었죠. 지
금도 어디를 가든지 스포츠센터, 스포츠숍은 절대 그
냥 지나치질 못하고, 스테디엄도 꼭 들어가서 구경하
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현재 제가 매우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김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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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죠. 경영철학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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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스포츠(Sport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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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GTMC Ph.D. Conference 현장을 찾아서

GTMC 는 참가 교수와 학생들
의연구발표및자유로운토론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고, Supply Chain Game 혹은
Global Case Competition과 같
은선의의경쟁을통해지적수준
을 함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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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C(Global Technology and Management

Jason Kuruzovich와 프랑스 세람(Ceram)에

Consortium)는 최고수준의 교육과 연구수준을

서 온 Alexandre Perrin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기술 및 경영 대학원들이

한편 본 행사와 수상이 끝난 6월 8일 저녁에

만든 컨소시움이다. GTMC 는 참가 교수와 학생

는 각국의 교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

들의 연구발표 및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전문지

국문화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Supply Chain Game 혹

통해 학문과 더불어 서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

은 Global Case Competition과 같은 선의의 경

고 우정을 다져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쟁을 통해 지적수준을 함양하고 글로벌 네트워
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01년, 한국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네덜란드의 Delft, 이스라엘의 Technion, 태국
의 AIT, 홍콩 과기대, 미국의 스미스 경영대학원
의 6개 학교의 참여로 처음 시작된 GTMC는 박
사과정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대
표로 참가하여 영예의1등을 수상한 경영공학
박사과정의 이호무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어보
았다.

Q. 먼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
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Doctorial Consortium과 MBA학생들을 위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대표하여 이 같

Global Case Competition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은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귀중한 경험을

그 중 2004 GTMC Ph.D. Conference가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행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6월 6일부터 6

스럽게도 저는 제 주제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

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생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큰 도움과 조언을 얻

에서는 각국에서 대표로 파견된 8명의 박사과

을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저의

정 학생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문적 관심사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이에 대해 참가한 교수, 학생들과 심도 있는

있는 기회가 되어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

토론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영예의 1등은

다. 처음 GTMC Ph.D.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고정가격제 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옥

를 결심했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였지

션의 즉시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

만, 참석한 친구들의 적극적인 면도 제게는 큰

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KAIST 테크노경영

자극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모로 참가하기를

대학원 경영공학 박사과정 이호무씨에게 돌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갔으며, 2등은 미국 스미스 경영대학원의

도 참여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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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발표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근 들어 인터넷 경매에서 입찰 없이 정해진 가격

터는 참가자도 더 많아지고 세션도 연구분야와 연구단
계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미국의 University of Maryland

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상한

Smith School of Business, 네덜란드의Del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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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정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University(School of Business), Groningen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경매와 경쟁관계에 있는 고정

University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협약

가격제 시장(posted-price markets)의 영향력과 관

을 맺었고, 이스라엘의 Technion University와도 협약

Frontier

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연구 주제입니다.

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컨퍼런스의 내실과 글로벌 네트

이번 연구에서 저는 게임 이론에 기반한 모형을 이

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용하여 경매되는 물품과 비슷하거나 똑 같은 대체재를

행사는 시종일관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의 진지한 발

파는 고정가격제 시장이 있을 때 판매자와 입찰자에게

표와 토론 속에 진행되었으며, 지난 대회에 이어 발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가격

주제와 토론도 한층 성숙되었다는 평이다. 다음 대회

제 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즉시구매에 관한 의사

는 양적·질적으로 한층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GTMC가 되기 위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본 교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GTMC의 또 다른 행사
인 Global Case Competition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
하기 위해 KAIST Case Competition을 개최한다. 올
해로 2회째 개최되는 이 행사는 본 교에 재학 중인 석
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후 약 2개월 간

아직 GTMC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6개밖에 되지

준비하여 프리젠테이션 하게 된다. 선발된 최우수 1팀

않고, 이번행사는 특히 아시아 멀리 위치한 우리 학교에

에게는 10월 말, 이스라엘 Technion 대학에서 열리는

서 행사를 갖게 되어 참가자가 좀 적었던 것이 아쉬움으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참가경비

로 남습니다. 참가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일체를 지원한다.

과 상금이 좋은 당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

둘러보면 기회는 많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진행 단계가 제안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단계부터 연구완료 직전까지 매우 다양하고, 연구 진척

기회를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준 또한 상이하다 보니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력으로 무장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해

기회가 좀 제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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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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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품을 사 버리는‘즉시구매’
가 더욱 널리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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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회 수상자들과의 만남
연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냥 이걸 덮어두고 써
버릴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
으로 미흡하나마 한편의 논문
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우수한 실력을 드러내며 각종 논문대회에서 입상하고 있다. 경영공학 박사 1년차 황근호
씨와 석사 2년차 강병욱 씨는 선물거래소 주최‘제 1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에서 공동으로 최우수
상을 받았고, 경영공학 박사 3년차 최수영 씨는 대한산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Best Student Paper Award’
를 수상했다.

Q. 참여하신 논문 대회의 성격과 규모를 말
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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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욱, 황근호) 한국선물거래소는 2004
년 한국선물시장의 일원화를 기념하여 전국 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선물시장에 대한 연구
논문을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총 20편의 논문이 참가하여 그 중 6 편의 논
문이 시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
물거래소에서는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수영) 제 33회 '대한산업공학회 국제학
술대회'에 참가 했습니다. 50여 개국의 학자들
이 제출한 520여 개의 논문 Paper 가 110여
개의 다양한 Session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
명의 학생이 Best student award를 수상했
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논문대회에 참여하시게 되
셨나요?
(황근호) 석사논문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
학하기 전에 학과 사무실에 붙어있는 대회 공
문을 보고 겨울방학 중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
하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강병욱) 지도교수님께서 석사 1년차부터
논문준비를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는 말씀을 평
소 하셨는데 마침 교내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최선을 다하여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최수영)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험이 없
었기 때문에 경험을 넓힌다는 의미로 참가하였
습니다.

Q.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황근호) 수업시간에 배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통계적인 분석기법, 석사 논문
을 써본 경험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업시간에 따로 배울 수 없었던 실제 선물시
장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
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병욱) 공모전 마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좌절감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
정하고 다시 작업을 했더니 원하는 결과도 나
오지 않더군요. 연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냥 이걸 덮어두고 써 버릴까 하는 유혹
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으
로 미흡하나마 한편의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
니다. 특히 학자로서의 책임감을 알게 해주신
김동석 교수님과 금융위험 관리 연구실 선배님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수영)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
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국
제학술대회라서 의사소통, 발표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
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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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황근호(경영공학 박사 1년차), 최수영(경영공학 박사 3년차), 강병욱(경영공학 석사 2년차)

Q. 논문을 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
십시오.
(황근호)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의 교과과정은
다른 경영대학원과 달리 정량적 분석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통계적인 분석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다른 학교 학
생에 비해 뛰어나므로 이런 강점을 살리는 논문을 쓴
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병욱) 아직까지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은 못 되
는 것 같습니다만, 논문대회는 처음 논문을 쓰는 석사

앞으로 자신의 목표를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황근호) 우수한 박사논문을 쓴 후 대학교수가 되어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강병욱) 이번 논문을 쓰면서 최우수 논문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가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많은 공헌을 하
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개인
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박사과정 학생으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좋은 논
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다
른 국제학회에 참여하여 시야를 넓히려 합니다.
꾸준히 자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들을 바라
보면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이 꿈꾸는 세계 초일
류 경영대학원의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
었다. Frontier
김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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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논문을 써야할 학생들이나 논문대회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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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호) 적정 증거금의 추정에 대한 논문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자료는 Daily 선물가격과 거래량
에 대한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통해 프로
그래밍하고 결과를 만들어 작성했지요.
(강병욱) 관심을 갖고 많은 논문을 읽다 보면 생각
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또한
랩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검증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최수영) 제 경우는 석사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논문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의 권고로 참여를 하였는데
석사논문을 쓸 때 학술지나 학회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겐 아주 좋은 기회이므로 이러한 대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논문 작성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와 같이 국제학술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 발표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에 논문
외에도 영어 실력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저도 앞으로 졸업 전에 다른 국제학회에 참석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좋은 영어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 및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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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도 Internship도 Global 시대

KGSM의 새로운 Global Opportunity
AACSB 인증을 받은 후 10개
월이 지난 지금, 테크노경영대

작년 8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경영대학원 국제인증기관인 AACSB(The Association to

학원의 국제 교류 현황의 발전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학사, 석 박

된 모습에 대해 살펴본다.

사 과정 뿐만 아니라 MBA 과정 전체에 대해 AACSB 인증을 받음으로써,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것이다.

AACSB 인증을 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지
금,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 교류 현황의 발
전된 모습에 대해 살펴본다.

International Internship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번 여름학기
동안 해외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4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2명의 학생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
한 Wells Fargo 은행에 파견되어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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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Gamma Sigma

무를 수행하게 되며, 다른 2명의 학생은 체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한국에서는 처

Ceska Pojistovna 보험사의 HR Process 업

음으로 Beta Gamma Sigma(이하 BGS)의

무를 각각 맡게 된다.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Chapter(회원 학교)로 등록되었다. 1907년에

본 국제 인턴십은 2003년 겨울 샌프란시스

설립된 BGS는 MIT, Dartmouth, Columbia,

코의 Wells Fargo 은행에 한 명의 학생이 파

UCLA, Carnegie Mellon 등 AAACSB 인정

견 된 후, 두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Global

을 받은 394개 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으로 이

Business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

루어진 단체이다. 현재 현재 50만 명 이상의

시키고, KGSM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학생들의 학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 학업 후의 사회적 성취를 독려하는 것을 미
션으로 하고 있다. 가입 자격은 AACSB의 인

New Alliance

증을 받은 학교 학생으로 3학년은 7%, 4학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University

은 10%, 석사이상은 20% 이내의 성적에 든 학

of Maryland, 필리핀의 Asian Institute of

생에 한한다. 한 번 BGS Membership에 가입

Management 와 협정(MOU)을 체결하였고

한 학생은 평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Business

을 얻는다.

School, Arizona State University와는 체결

BGS에서는 장학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을 추진 중이다.

데, 각 학교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 학교와는 서로 교수와 학생을 파견하고

BGS에서 학업성적, 리더십, 사회봉사 활동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

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자는 한 해에

고, 특히 University of Maryland와는 국제

$2,500의 장학금을 수여 받는데, KAIST 테크

인턴십 기회를 같이 모색하기로 하였다. 따라

노경영대학원에서도 조만간 추천할 학생을 선

서, KGSM 학생들의 국제 인턴십 기회도 나날

발할 예정이다.

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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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SB Regional conference

들이 아시아에서의 경영학 교육과 Globalization에 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작년 8월 경영대학원

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제인증기관인 AACSB(The Association to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바라보는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국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다. 신설된 Beta Gamma

제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는 10월에는

Sigma Membership, International Internship 기

AACSB Regional conference라고 할 수 있는

회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더 많은 Global 체험 기회를

“World Class Practice Conference”
가 본 대학원에
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의 경영대학 관계자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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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OPINION

Globalization

2004년 제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tudent Leaders 참가기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행사를 NCCU 학생들이

지난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걸쳐 Service learning and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National Office

자발적으로 구성한 OSA라는

of Student Affairs (OSA) of National Cheng Chi University (NCCU)가 준비한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mittee에

Conference for Student Leaders(ICSL)에 다녀왔다. 현재 KGSM에서는 NCCU에 세 명의 교환

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

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NCCU에서도 이번 학기에 한명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였다는 것이다.
테크노경영전공 2년차 유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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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걸쳐 Service

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learning and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교내 동아리들의 찬조 공연은 치어리더

National Office of Student Affairs (OSA) of

시범, 중국 전통무예 시범, 중국 전통악기 연주,

National Cheng Chi University (NCCU)가

현대 무용,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준비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Student Leaders(ICSL)에 다녀왔다. 현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만을 홍보할 수

KGSM에서는 NCCU에 세 명의 교환학생을 보

있는 행사였던 것 같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를

내고 있으며 NCCU에서도 이번 학기에 한명의

교내 학생 동아리들의 찬조만으로 진행할 수 있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는 NCCU의 역량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컨퍼런스는 학생활동과 자원봉사에 관련된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무엇보다 인상

각국 학생 리더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

적이었던 것은 모든 행사를 NCCU 학생들이 자

를 통해 효과적인 학생활동과 자원봉사를 주도

발적으로 구성한 OSA라는 organization

할 수 있는 학생 리더들의 리더십 향상에 있었

committee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였

으며 미국, 캐나다, 핀랜드. 바레인, 터키, 오스

다는 것이다. 약 80여명의 학부 학생들로 구성

트레일리아, 독일, 타일랜드, 싱가폴, 필리핀,

된 컨퍼런스 준비 위원회는 해외 학생 및 자국

홍콩, 러시아, 일본, 프랑스, 및 타이완 대학(원)

학생 초청, 공항 픽업, 컨퍼런스 진행, 사후 행

생들로 구성된 약 80여명의 학생 리더들이 참

사 진행, 숙소 관리까지 모두를 주관하였으며

가하여 의견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컨퍼런스 진행을 담당한 의장 및 진행 위

5월 20일은 NCCU의 개교 77주년이어서 공

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나 진행 능력은 내가

식 일정에 앞서 방문학생들 모두가 개교 기념

참가해본 여느 국제 컨퍼런스에 뒤지지 않을 정

행사를 참관하고 NCCU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

도로 훌륭했다. 또한, 첫날 컨퍼런스는 오전에

간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중간 중간 다양한 교

는 패널 디스커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청

내 동아리들의 찬조공연이 있었는데, NCCU 학

된 네 명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교 홍보뿐 아니라 대만의 문화를 외국 학생들에

중심으로 PT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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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사진 : 왼쪽에서 첫 번째 유종현 씨, 그 외 컨퍼런스에서 만난 학생들

의견을 공유하였다. 오후에는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들

의적인 사고를 묶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속한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공연

을 마련하여 각국의 다양한 학생활동 구성, 학교의 적극

은 영화 패러디, 모노 드라마, 무용, 노래, 등 매우 다양

적인 지원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자신이 동아리 활동

했으며 두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이렇게 멋진 공

을 하며 동아리 리더로 고민했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연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나 스스로도 매우 놀랐다.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기 중에 일정이 잡혀 있었고 자비

5월 22일 둘째 날, 컨퍼런스는 3개의 concurrent

로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참가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

session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세부 주제를 가지고

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국제화가 무엇이고 이를

진행되었으며 효과적인 학생활동과 자원봉사를 주도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학

수 있는 학생 리더들의 리더십 향상 방법 도출이라는 컨

생들이 자발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퍼런스의 대주제에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진행

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자매 결연

은 개별 세션 의장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학교를 교환학생 교류 이상으로 활용하여 국제 컨퍼런

제출한 개별 주제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에세이 및 PT

스를 기획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

를 통해 모든 학생 참가자들은 5분 가량 자신의 의견을

개개인에게는 어려서부터 국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

발표하였고 토론을 거쳐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오

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효과적으로 학교

후 있었던 전체 미팅 시간에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를 홍보하는 NCCU의 사례가 KGSM의 국제화 전략에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저녁에는 행사에
참가한 80명의 학생들을 8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형식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팀 별 공연을 하였다. 이를테면
컨퍼런스에서 내린 리더십의 향상 방법을 실제로 실행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양한 국적과 나
이와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10명씩 팀으로 묶고 두 시
간 정도의 제한된 준비 시간 내에 형식의 제한 없이 공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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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의 공유와 창

Frontier

패널 구성원과 참가 학생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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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MBA 교육의 방향

우리나라에 MBA 시장이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MBA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비
판적인 주장들은 오히려 MBA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영환경에서 전략 기획, 재무, 마케팅, 신사업 개발 등 모든 조
직의 핵심부서에서 MBA 소지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연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 MB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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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거나 경영자 재교육

별학위가 아니라 일반 석사로 보는 상황에서

을 위해 실시하는 경영교육(management

미국과 같이 MBA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아직

education)은 MBA 학위과정과 다양한 형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선진국에서 왜

의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MBA 과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귀 기울인 다음, 우리의

정의 경우, 1908년 Harvard Business

경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게 후발

School이 설립된 이후 약 100년 정도의 전통

주자의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을 가진, 경영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데

MBA 무용론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
96년 KAIST

Stanford 대학의 Jeffrey Pfeffer 교수이다.

MBA가 처음‘미국식 정통 MBA과정’
을 도입

Pfeffer 교수는 MBA 학위의 효과를 측정하여

한 이후, 연대와 성대 등 몇 학교만이 정식 개

MBA 과정을 통해 반드시 경력개발이 되는 것

설하고 있는 경영교육 과정이다. 여기서 미국

은 아니며, 졸업생의 연봉을 반드시 상승시키

식 정통 MBA 과정이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

는 것도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다.

기 위한 중간 석사과정이 아니라 경영자 양성

MBA 교육의 효과가 의심되는 주된 이유는

에 필요한 제반 스킬과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MBA 과정에서 현장경험보다 주로 이론이나

특별학위(terminal degree)를 의미한다. 최근

모델을 가르치고, 통찰력이 필요한 리더십보다

미국에서 Enron과 MCI 회계부정 사건들이

과학적인 분석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

잇달아 터지면서 사태의 핵심인물이 소위

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MBA 과정을 통해

Harvard나 Wharton과 같은 명문 MBA 출신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인 점에 초점을 맞추어 MBA 교육의 문제점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익힌 리더십과 경영능력

지적하고 심지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 의해 실제 경영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하는데, 현재의 MBA 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

MBA 학위를 경력과 학위를 모두 인정하는 특

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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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현 MBA 교육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장과는 대조적인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이 있다. 앞으로

Jeffrey 교수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차세대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과학적인 분석력을

Mintzberg 교수에 의하면, 제1세대 경영교육은 사례

키우는 MBA가 아니라 고객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심

연구(case study)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

미안적 능력을 키우는‘MFA(Masters of Fine Arts)’

는 방법을 차용했고, 제2세대 경영교육은 실제 현장의

라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온갖 상품이 넘쳐 나는 때

문제를 해결하는 action learning을 적용한 것이었다.

에 서비스와 상품의 질을 차별화 시키는 핵심역량은

그가 새롭게 주장하는 제3세대 경영교육은 제2세대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상품을 잘 포장하고 소비

같이 실제 문제해결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바쁘게 돌

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능력 여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가는 경영현장에서 벗어나, 통찰력과 분석력을 동시

경영진에 필요한 능력은 바로‘예술가적 안목’
이라는

에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교육을 강조한다. 여기

새로운 주장을 일컫는다.

서 제3세대 경영교육이 이전 세대와 차별화 되는 중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

한 개념은‘반성적 사고’
가 된다. Mintzberg 교수의

은 기존 MBA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거울 삼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은 McGill 대학에서 지난 9년 동안 성

동시에 새로운 대안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인식함으로

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MPM(International

써,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다

Masters in Practicing Management) 과정을 통해

시 말하면, 차세대 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MBA

실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100% 현장에서 발로 뛰

교육은 더 이상 과학적인 분석력과 전문지식만을 키우

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문제를 차분하게

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반성하고 다른 부문 혹은 다른 국가의 관리자들과의

스킬, 실제 현장문제 해결능력, 반성적 사고 등 경영자

담론에 의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순발력 있고 슬기롭게

차세대 MBA 교육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교육이어

경영 일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과학적 분석력만을 강

야 한다. (ycho@kgsm.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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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기존의 MBA 교육을 비판하고 있는 앞의 두 주

Frontier

캐나다 McGill 대학의 Henry Mintzberg 교수의 주

학내 문화행사의 가치와 테크노인의 문화의식

최

근 유연한 사고방
식과 창의력이 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
다. KAIST 테크노경
영대학원은 유연한 사
고와 창의력은‘다양한
문화를 접함’
으로써 가
능하다는 인식 하에

국립오페라합창단

‘기술, 경영 그리고 아
트’
를 아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정헌 회화전 등의 미
술 작품 전시회와 재즈공연, 국립 오페라 합창단 초청공연, 이은결 마술쇼, 국립 국악원 초청공연이 그것이다.
수펙스 경영관 로비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을 해온 화가들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자신의 정신상
태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며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순수함과 솔직함을 표현하고 있는 김점선 화백의 그림을
통해 작가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 개최된 신흥우 작가의
‘얼굴-창조 프로젝트의 집합코드’작품 전시회는 작가가 얼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얼굴이 갖는 기묘하
고 복합적인 존재의 구조를 자신의 작업적 문맥으로 전환하여 표현함으로써 조물주의 창조적 이념을 상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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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다. 특히 마릴린 먼로와 모택동 뿐만 아니라 역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을 지낸 안병훈,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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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김성희 교수와 현 대학원장 박성주 교수의 얼굴을 전시해 많은 이들로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사기도 했다.
한편,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오페라 공연과 이은결 마술쇼,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립국악원 공연(우리 춤과
소리)이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중음악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합창과 중창이 어우러진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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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적 빈곤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신세대 마
술사 이은결의 마술쇼는 마술사의 재치있는 진행과 뛰어난 마술 솜씨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 한량무, 소고춤과 북소리 춤으로 구성된 국립국악단 공연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이
얼마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날은 외국 대학에서 온
손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두꺼운 서적을 열심히 읽으며 공부에만 몰두했던 테크노인들에게 아마도 가장 부족했던 것은 창의력이나 신
선한 아이디어가 아이었을까? 창의력이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교과서나 강의에서 쉽게 얻기 힘들다. 더
욱이 문화라는 것은 대중 정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산되기 때문에‘대중의 기호와 선호도’
를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문화는 이제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닌 창의력을 위한 새로운 앎의 원천으로서 미래 CEO를 지향하는 학생
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 되
고 있다. 학교가 재즈, 국악, 미술전시
회, 마술 쇼와 같이 다양한 문화행사
를 통해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해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경영공학 석사 2년차 김호윤
씨는“평소 문화행사가 마련되
중앙타악연회단 북소리춤

는 공연장이나 전시회를 찾는 것

교양코너 / 학내 문화행사의 가치와 테크노인의 문화의식

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학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
할 수 있어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특히 평소 구경하기 힘들었던 힘든 오페라, 재즈 공연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홍
보와 학생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경영 2년차 김승겸씨는“학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서 정말 고맙
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문화행사 참여에도 학생들이 많은 동
기부여를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학업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학내 문화행사에 대
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수펙스 경영관에 걸린 많은
작품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분위
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문화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학팀의 곽용호씨는“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 학교가 문화행사
에 대해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문화행
사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며 부탁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형문화재 27호 임이조, 한량무

이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문화행사는 창의력이 가미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워나
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 내의 문화행사에 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
권상집 기자

테크노인의 세상 엿보기
어느덧 홍릉의 수목에도 녹음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여름방학이야말로 자신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 테크노인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좋은 사람들과 산과 들로 나가 자연 속에서 몸과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연구논문 프로젝
트도 진행하고 관련 서적들을 통해 학기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북유럽으로 여행도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Techno-MBA 1년차 장원경
Year Book의 사진과 근접해지기, 울 아들에게 좋은 엄마, 남편에게 좋은 아내 되기, 교양도서목록 1학년 14권 읽기
MIS-MBA 1년차 김정은
이번 여름방학때는 기필코(Albert Camus)의‘시지프의 신화’
를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 시도했었는데 어려워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놀러 다녀야죠. 바다로. 물론 공부도 하면서.
경영공학 석사 2년차 서영덕
저의 여름방학은 연구를 계속한다는 면에서 학기 중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문을 계속 해 나가고, 새로운 연
구과제들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학기 강의 준비도 최대한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평소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던 아내와 잠시 여행을다녀올 계획입니다.
성태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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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발견했으면 한다.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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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다양한 문화공연 및 전시회가 학내에서 개최될 것

테크노인 /
여름의 테크노인

여름의 테크노인으로
KGSM 총학생회 봉사부(김재홍 외 9인)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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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M 총학생회 봉사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치매노인돕기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인근 교회
를 빌려 성북구 지역 불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약 10여명의 각 봉사부원들이 과중한 학업에도 불구하
고 헌신적인 교육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지도는 물론 진로상담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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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부의 김재홍(테크노경영 2년차)씨와 교육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전수홍(테크노경영 2년차)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총학생회 봉사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A: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야학과 경희의료원 난치병
어린이 대상 컴퓨터교육이 있었는데, 마침 인근지역에 어려운 형편으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추
진하게 되었습니다.
Q: 전수홍씨는 특히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봉사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
A: 꽃동네를 다녀온 뒤 학교생활을 겸하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중에 총학생회 봉사부에서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바로 참가하였습니다. 교육이란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그
모습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무엇보다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부방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0~50여명의 학생이 있지
만, 활동하시는 선생님은 아직 10분이라서 한 명이 여러 과목을 같이 가르쳐야 하는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의
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이 중요한데, 현재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MBA 과정에 있어서
방학 중에는 인턴이나 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 학우들을 포함하여 다른 학우들
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꿈을 꾸세요 !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 모집전공 및 학위

MBA과정 모집
◈ 모집전공 및 학위

경영공학 석·박사(M.S/Ph.D.) 과정

MBA(경영학석사) 과정 : 총 200명 내외

- 석사과정 : 50명 내외

- General MBA : 테크노경영전공

- 박사과정 : 30명 내외

- Special MBA : 경영정보전공
금융공학전공
통신경영/정책전공
환경경영/정책전공

◈ 입학전형 내용 및 일정

◈ 입학전형 내용 및 일정
일 정

구 분

일 정

원서교부

2004. 7. 19(월)~7. 23(금)

원서교부/접수

2004. 10. 25(월)~11. 5(금)

원서접수

2004. 7. 26(월)~7. 29(목)

영어시험(TEPS)

2004. 11. 11(목)

영어시험(TEPS)

2004. 8. 1(일)

1차 합격자발표

2004. 11. 26(금)

1차 합격자발표

2004. 8. 20(금)

구 분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04. 8. 24(화)~8. 27(금)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04. 11. 30(화)~12. 4(토)
2004. 12. 10(금)

2004. 9. 3(금)

문의처 :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학팀 02) 95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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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istgs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