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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World-Class Research and
knowledge creation will never stop

K. Ravi Kumar 학장(KAIST 경영대학)

The economies of China and India
growing at a rapid pace, competing
with their massive resources of
cheaper labor, OECD countries, like
Korea, have to move on to develop
their knowledge base and become
more innovative in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 major force in this
migration to a knowledge economy,
for any country, is their universities of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like
KAIST and KAIST Business School
have to fully engage in knowledge
creation by working on world-class
research that can provide innovations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methods. In this issue of Frontier, we
highlight some research on the human
brain and its use in neuro-marketing
and other applications.
Our talented faculty members are
carefully recruited for thei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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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teaching capabilities and
also their innovative and creative
research skills. But this is not enough.
The faculty must also have ample time
and resources to do their research and
the funding to disseminate their
research at major conferences and
symposiums around the world. KAIST
and KAIST Business School provides
an outstanding environment for our
faculty and PhD students to thrive and
we proudly disseminate our research
through Knowledge@KAIST in our
website.
Take Prof. Kwangwoo Park’s
research on bank consolidation across
geographic boundaries, which is quite
common in many countries with
mutliple banking markets. Does this
hurt or help small business and retail
depositors in their search for banking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His
research, which was published in the
prestigious journal, Review of
Financial Studies (a Financial Times
top 45 journal), indicates that while
the retail loan markets become more
competitive and offer small business
better value, retail depositors do not
get better interest rates (since the
multi-market banks obtain their
finances from wholesale banking
rather than depositors).
Also, there is the research
published by Prof. Heeseok Lee in
MISQ (another FT 45 journal), which
analyzes data on how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s affect team
performance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application.
Using data from more than 100 teams
operating in Korea, their research
concludes that investment in IT does
benefit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application. But when it
comes to superior team performance,
knowledge sharing is not sufficient;
knowledge application is also
necessary.
And finally, Prof. Yeosun Yoon in
her article published i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another FT 45
journal) examines consumer
perceptions over buying decisions
when consumption and payment
occur over time. Her hypothesis is that
consumers would prefer alignment
between the benefit received and
payment made in every time period.
Designing experiments very cleverly,
she shows support for her hypothesis
and advise companies to design
constant payment financing schemes
for those products that have
unchanging benefits over time but to
design a “pay-as-you go” scheme for
those products and services that vary
in benefits over time, potentially with
usage.
At KAIST and KAIST Business
School, our research and knowledge
creation activities will never stop. Our
faculty members are working hard to
bring the latest knowledge to our
students and alumni and keeping
them competitive.
Nagaja!

생각의 窓

뇌 과학을 이용한 뉴로마케팅

CJ O Shopping 이해선 대표이사

뉴로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뇌는 어떤 상품, 브랜드 또는 광고에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뉴로마케팅

필요해지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진이 찍히게

이제는 소비자가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기

되는 것이다. 즉 전자공명장치(fMRI) 촬영이

까지 어떠한 자극 요소에 의해 뇌 속의 어떤

인간의 감각적 행동, 모든 영역에서 뇌의 특정

부분에 구체적인 자극을 받으며, 행동(구매)

부위가 반응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

으로 이어지는지 밝혀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셈이다. 이 메커니즘은 모든 기업이 관심을

따라서 기업에서는 유효한 소비 자극 요소를

갖는‘브랜드와 고객 구매 행동의 인과관계’
를

과학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드러내준다. 이러한 기계 기술(Device)의

되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제랄드

발달은 소비자 인지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잘트만(Gerald Zaltman) 교수는 소비 심리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분석의 Z-MET이라는 수단을 통해‘광고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구매행동’
의 연구를 해 화제가 되었다. 잘트만

뉴로마케팅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브랜드

교수는 최근 발간한 서적(Marketing

광고, 구매 유도 등에 활용하려는 기업들 또한

Metaphoria: (2007)-What Deep Metaphors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Reveal About the Minds of Consumers)에서

전망된다. 또한 단순한 유추나 감성적 판단이

뇌를 자극하는 심층 은유 요소들, 즉 구매

아닌 과학적 자료에 근거를 둔 마케팅인 만큼

행동 요소들의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기업과 학계/연구단체 간의 협력도 강화될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뉴로마케팅적

반응하는가? 많은 셀레브리티(Celebrity),

접근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입증할

이미지 등에 의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며, 이는

만한 사례들이 최근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를 들면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두 브랜드

가? 또 그것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Coke vs Pepsi)에 대한 브랜드 연상과 구매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결과,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뇌 반응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뇌 과학 분야의

촬영 결과와 브랜드 선호·구매 반응 등이다.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이라 부른다.

또한 필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근 10여 년간(정확히는 1995년 이후

CJ오쇼핑의 경우 쇼핑 방송 프로그램을

‘뇌 과학 연구의 혁명기’
: Brain View: Hans-

것으로 본다.

시청하는 고객의 시선 이동 및 뇌 반응 그리고

Georg Hausel) 뉴로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구매행위 행동 등을 조사하여 비즈니스에

이전에 비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 왔다.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는 다양한 구매 행동 자극 요소들에 대한
뇌 반응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과

뉴로마케팅의 향후 활용과 진화

브랜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전자공명장치(fMRI)의 발달로

이를 넘어서 소비자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뇌의 각 부위에서 외부 자극 요소에 따라

한층 은밀한 곳의 욕구까지도 찾아내는 등

활성화(Activation)되는 부위가 달리 나타나는

뉴로마케팅은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발전을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감각기관을

이루게 되었다.

담당하는 부위에 산소가 몰리고, 혈액이

고려대 성영신 교수팀이 카이스트 fMRI 기계를
통해 브랜드 광고에 반응하는 이해선 대표이사의
뇌를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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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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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EQUIS 인증 취득

국), GMAC(미국), EQUIS(유럽) 등 경영학 분야의 세

에 대해 유럽경영대학협의회는“KAIST 경영대학은

계적 권위를 지닌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적인

유럽 명문스쿨의 학생들과 동등한 학문적, 실무적 역

경영대학이 되었다.

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KAIST 경

EQUIS는 1997년 유럽 경영대학들이 MBA의 글로벌

영대학과 함께 인증을 받은 대학은 영국 뉴캐슬 대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든 인증 시스템으로 교수진 평

과 중국 북경대학교,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등 3곳이

가, 국제화 수준,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의 질, 기업과

며, 현재까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 영국 캠브

의 연계 등 11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

리지 경영대학 등 36개 국가의 124개 경영대학이 인

KAIST 경영대학은 5월 3일, 유럽경영대학협의회

다. 지난 1월에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한 EQUIS 실

증을 받았다. 이번 EQUIS 인증으로 KAIST 경영대학

(EFMD)의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

사단은 △교수진 평가 △국제화 수준 △기업과의 연

학생들은 외국 학교에서도 국내 학점을 인정받을 수

v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AACSB(미

계 등 총 11개 항목의 상세한 평가를 끝마쳤으며, 이

있게 되었다.

KAIST 경영대학-아산병원, Medical Management Program

테크노경영대학원
강문영, 박건수 교수 부임

테크노경영대학원
강문영 교수
이정신 아산병원장

KAIST 경영대학 라비쿠마 경영대학장

의료서비스 환경이 점차 환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어 병원마다 마케팅이 치열해

의료 경영의 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아산병원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병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

KAIST 경영대학은‘의료 경영 전문 교육과정’을 개

고 있는 태국의 범룽랏(Bumrungrad) 병원을 벤치마

설했다. 6월초부터 약 8주간 진행될 이번 교육과정

크하여 새로운 의료 시장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관리직 등 수강생 35명은

있다.

전략, 조직 경영, 마케팅을 비롯한 의료 경영 전반에

라비쿠마 경영대학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교육과정

2010학년 7월 테크노경영대학원 신임교원 두 명이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시각을 함양할 수 있는

이 실용성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임용되었다. 조교수에 부임한 강문영 교수는 연세대

기회를 갖게 된다.

프로그램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정신 아

학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마케팅으로 학사 및 석사

또한 기존의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팀을

산병원장은“처음 시도되는 교육인 만큼 수강생 여

를 마치고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마케팅 박사 학위를

구성하여, 전문가 개인 중심에서 질환 중심으로 초점

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마케팅이며 마케팅

을 맞추고 다양한 의료 산업 케이스를 통해 고객만족

며,“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를 향

자료분석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9일에 부

을 넘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는 아산병원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

임 예정인 박건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의료 경영 교육과

다. 실질적 의료 경영에 기반을 둔‘의료 경영 전문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를 마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정을 개설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수

교육 과정’은 아산병원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성

서 오퍼레이션 리서치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

준으로 근접하고 있지만 서비스 경영 영역에서는 상

장 동력을 찾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요 연구분야는 운영관리, 계량금융의 오퍼레이션리

대적으로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외국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치이다.

6

KAIST Business School

테크노경영대학원
박건수 교수

금융전문대학원, 금융위원회와
‘녹색금융 특화MBA’MOU 체결

‘제3회 CKJ 아시아 경영 연구
워크숍’성공적 개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녹색금융 특화 MBA’에 1위로 선
정된 금융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7일 업무협약(MOU)을 공
식 체결하고 이에 따른 녹색금융 트랙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번 협약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3년까
지 학생장학금, 연구개발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고, KAIST 경영대학은 녹색금융에 특화된 커리큘럼 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월 25일 KAIST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6월 10일~12일,‘제3회

에서는 녹색금융 트랙을 담당할 교수와 직원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장학증서 수여와 한인구 금융대학원

CKJ 아시아 경영 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장학생으로는 내국인 학생(금융 MBA 10: 신혁수, 권순규, 김성진, 박지현, 오승현, 김기

크숍은 박성주 교수(KAIST 경영대학), 가오쉬둥 교수

범)과 외국인 학생(금융 MBA 10: Nursultan, Ade Bebi, Atchaporn, Eucherius)이 고루 선정되었다. 오승현 학생은

(중국 칭화대학교), 아사카와 가즈히로 교수(일본 게

“녹색금융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녹색금융 트랙을 통해 선점 효과를 누리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이오대학교) 등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경영대학

기대감을 나타냈고, 태국 출신의 Atchaporn 학생은“태국에서도 녹색금융은 새로운 분야이고, 환경과 온실 효

교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과 등이 화두인 만큼 녹색금융 트랙을 밟아 태국에 돌아가서 적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녹색금융 트랙

박성주 교수는“아시아 기업들이 다섯 가지 핵심 역

은 박광우 책임교수를 필두로 총 6명의 교수진들이 이끌어갈 계획이며, 체계적이고 진보된 녹색금융 교과과정

량을 기반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경

을 통해 환경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주도하는 MBA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영 연구가 서구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
며,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연구 확대의 필요성을 주
장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미디어 심리학 관련 세미나 개최

아사카와 가즈히로 교수는 한때 95%에 달하던 일본
세계 평판 디스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한국, 대
만 기업에 밀려 13%로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일
본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구 기업들을 추격
하던 1980년대 서구편향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 대
만이 여러 경쟁 분야에서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오쉬둥 교수
는“중국 기업들은 그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 이

강연자로 참석한 애니 랭 교수(사진 좌측), 마이클 샤피로 교수(사진 중앙)

전에만 기대며 R&D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 속에서 제
대로 기술 발전을 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다국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지난 6월 16일, 한국언론

이르기까지 폭 넓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개개인

적 기업들을 따라잡으려면 R&D 투자 확대가 필수”

학회 인터랙션 분과의 후원으로 뉴로마케팅, 미디어

이 갖고 있는 동기 활성화 내지는 반응에 있어 그 특

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소비자의 역학관계 등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질 차(trait differences)가 인간 행태의 근간을 이루는

한중일 경영대학 교수들의 아시아 경영 혁신사례에

세미나를 개최했다.

근원적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제3회 CKJ 아시아 경

KAIST 경영대학 SUPEX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

의 심리학적 연구를 진행 중인 샤피로 교수는‘커뮤

영 연구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김영걸 교수(KAIST 정

된 이번 세미나에는 미디어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애

니케이션과 내러티브의 심리학’을 주제로 인간이 어

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는“한국에서 열린 이번 워크

니 랭 교수(인디애나 대학교)와 마이클 샤피로 교수

떻게 이야기의 사실성을 판정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숍을 계기로 아시아 경영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

(코넬 대학교)가 강연자로 나섰다. 뉴로마케팅 연구

지 또 스토리가 어떻게 가치 체계나 태도에 영향을

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KAIST 경영

기업의 선봉자인 랭 교수는‘동기 시스템 활성화의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연구를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개인차가 매체 선택에서 미디어 사용과 정보 활용에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되길 기대해본다.
Frontier _ Summ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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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Trend

융합학문이 실생활과 만나는 접점,
뉴로마케팅 Neuromarketing
것도 아니면 빈 칸에 자유롭게 생각을 적도록
하는(정성적인 조사방법) 방식이었다.
그러나 뉴로마케팅의 연구기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광고를 보기 전과
본 직후에 각각 fMRI 기계로 뇌를 촬영해서 뇌
속 혈액 흐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광고를
보는 도중에 입술 가장자리에 센서를 부착하
여 어느 순간에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박병호 교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뉴로 마인드 연구실)

를 백분의 일 초 단위로 기록할 수도 있다. 이
런 연구기법은 마케팅 조사에서 특히 빛을 발
한다. 일반 심리학과는 달리 구매 의도나 제품
및 광고에 대한 흥미 등 점잖은 사람에게는 체

신경과학(Neuroscience)이 각광을 받기 시작

면이 걸릴 수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 마케팅

하면서 이를 기존 학문에 융합시키려는 시

연구는 응답자로부터“명품 핸드백이 진열된

도가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신경심

장소를 지나갔지만 제품에 관심이 없어 앞만

리학(Neuropsychology)을 시작으로 하여 신

보고 걸어갔다”
라는 식의 점잖은 대답을 많이

를 보여주는 연구기법이다. 뉴로마케팅이라

경언어학(Neurolinguistics), 신경경제학

받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가 속일 수 없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일반 대중에게

(Neuroeconomics) 등 다양한 융합학문이 등장

는 생리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뉴

잘 알려진 기법이지만 강의실 하나를 차지해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뉴로마케팅

로마케팅 연구 기법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야 할 정도로 크고, 부대시설을 많이 필요로

(Neuromarketing)은 마케팅 연구의 대상을 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한 의미

하는 초대형 촬영장비라는 점, 촬영 도중에는

비자들의 신경계와 두뇌의 반응으로 삼고 이

에서 뉴로마케팅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대

근처에 쇠붙이를 둘 수 없다는 제약점 등이 한

를 집중적으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융합학

학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뉴로마케팅

계로 꼽힌다.

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경심리학의 이

으로 특화된 전문 시장조사기관 또한 아직 전

안면근전도(Facial EMG)는 감정을 표현할

론 및 과학적 발견 그리고 연구방법론 등을 다

세계에 몇 군데 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일

때 사용되는 얼굴의 근육 부위에 얼마나 생체

수 가져와 마케팅에 응용하고 있는 분야다.

반 소비자 심리학에 그치는 수준이다. 매장 특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성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배경음악을 사용한다

사람은 기분 나쁜 감정을 겪을 때 저도 모르게

뉴로마케팅의 장점

든지 하는 기존 심리학의 기술을 마케팅에 활

눈살을 찌푸리고, 기분이 좋을 때에는 역시 자

가령 기존의 마케팅 연구기법으로는 광고에

용하는 것을‘뉴로마케팅’
이라고 주장하는 사

신도 모르게 웃음을 머금곤 한다. 이런 본능적

대한 소비자의 흥미를 설문방법론으로 조사

례도 눈에 띌 정도이다.

인 반응에 착안하여 미간 사이의 근육(눈살 찌
푸림)과 입술 양쪽 끝의 근육(웃음)에 각각 센

해야 했다.“지금 보신 광고에 대해 귀하는 어
떻게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뉴로마케팅의 다양한 연구기법

서를 부착하여 유쾌 불쾌한 감정적 반응을 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7점 척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은 촬영한 순간 뇌

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다. 겉으로 웃거나 찡그

도로 점수를 매기든지(정량적인 조사방법), 그

의 어느 부분에 피가 더 많이 흐르고 있었는지

리는 모습을 보지 못해도 미세하게 작은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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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준한

창을 발견하고 아이디를 입력하기까지 시선
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을까?’
‘광고에서 과
연 모델을 더 많이 보았을까, 제품 사진을 더
많이 보았을까?’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시선추적기법이다.
시선추적기법의 적용대상은 컴퓨터 화면
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령 슈퍼마켓의 상품 진
열대에서 어느 위치에 시선이 주로 고정되는
지를 측정·기록하여 상품 진열을 보다 효과
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
다. 또 야구장에서 외야의 광고판을 얼마나 보
는지, 하늘에 띄워 놓은 풍선 광고에 얼마만큼
눈길을 주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KAIST와 뉴로마케팅

바이오 및 뇌공학과, 문화기술대학원, 산업공
학과 등 유관 학문 분야의 연구가 대전 캠퍼스
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KAIST는 융합학
문인 뉴로마케팅 연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자체로도

“

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만큼‘표정관리’
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기법의 장점
이다.

시선추적기에서부터 심전도, 피부전도도, 안

뉴로마케팅에서 심전도(ECG)는 심장의 박
동 속도를 측정,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
은 제시되는 자극(영상, 소리, 촉각 등)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있을 때 심장이 수 초간에 걸쳐 평
소보다 느리게 뛰는 경향이 있다. 이 특성을 이
용해 TV 광고나 뉴스 시청 중 어느 대목에서
주의를 더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피부전기반응(EDR)의 일종인 피부전도도

면근전도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

KAIST는 융합학문인
뉴로마케팅 연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자체로도
시선추적기에서부터 심전도,
피부전도도, 안면근전도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적으로 땀을 분비하기 때문에 감정적 흥분도
(각성 수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캠퍼스에는 이들 장비 외에 대형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fMRI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다.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울과 대전 캠퍼
스의 교수진이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 경영공학 재학생들
의 상당수가 학부 전공이 이공계인 관계로 의
학(이과)과 사회과학(문과)의 융합학문인 뉴
로마케팅을 연구하기에 특히 좋은 자질을 갖
추고 있다.
이런 토양 위에서 금년 초 경영대학 산하
정보미디어 연구센터는 SK텔레콤 계열의 온

(Skin conductance)는 땀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시선추적(Eye tracking)은 이름 그대로 눈

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공동으로 뉴로마케팅

기법이다. 땀샘이 집중되어 있는 손바닥이나

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장

연구를 시작,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뉴

발바닥에 센서 2개를 설치하고, 건전지 수준

치이다. 광고가 되었든 인터넷 쇼핑몰이 되었

로마케팅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러

의 매우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땀이 많이

든 눈이 화면의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가를 시

나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KAIST

날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땀이 나지 않았

시각각 기록할 수 있다.‘인터넷 뉴스를 읽을

가, 이 학문 분야의 블루오션을 선점하여 세계

을 때에는 전류가 적게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때 과연 배너 광고에 눈길이 몇 초 동안 갔을

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것이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본능

까?’
‘포털 서비스 화면에 접속했을 때 로그인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Frontier _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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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오늘 사용한

Savanna Principle

편법이 내일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제품

‘사바나의 원칙’이 뇌를 지배한다

을 팔아야만 하는 경영자의 처지와도 비슷하
다고나 할까.
1만년은 우리의 몸이 그 사이에 등장한 사
물들에 적응하려고 변화하기에는 매우 짧은

정재승 교수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비합리적인 존재다. 인간이 늘 미래를 계획하

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1만년도 더 전

고 설계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면서도 충동구

에 우리 조상이 지닌 것과 똑같은 진화된 심리

매를 하고 불합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적 기제를 아직까지 지니고 있다. 이것을‘사

우리가 다른 동물 못지않게 쾌락을 추구하기

바나 원칙(Savanna Principle)’
이라 부른다. 복

때문이다.

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뇌는

영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

아직도 사바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시간 중 섹스에 대한 공상을 하는 사무원이 3

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

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우리의 마음은 중요

된다.

한 순간에도 이따금 딴 데 가 있는 것이다. 이

아줌마들은 샤넬 가방을 보면 쾌락의 중추

와 같은 심리적 공백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경

를 자극받고, 아저씨들은 근사한 술을 보면 쾌

제적 손실은 무려 15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

락의 중추가 요동을 친다. 이 요동이 충분하기

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우리가 해로운 줄 알

만 하면 바로 구매 행위로 이어진다.‘남들이

미국 뉴욕대 심리학과 게리 마커스 교수가 쓴

면서도 흡연, 섹스, 비디오게임, 인터넷 등의

다 가지고 있다’
는 사실만으로도 샤넬 가방을

신경과학 서적‘클루지(Kluge)’
에 따르면, 우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같은 원리다.

살 가치가 있으며,‘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

리 인간의 뇌는‘엉성하기 짝이 없는 애물 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10만원짜리

는 친구의 한마디는 한 턱을 내기에 충분하다.

퓨터’
다. 클루지는 사전적 의미로‘고물이지

수표와 3년 동안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30

형편이 안 되도 상관없다. 카드 할부라는 제도

만 애착이 가는 컴퓨터’
를 뜻하며‘서투르고

만 원짜리 수표 가운데 앞의 것을 선택하는 사

가 있으니까.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을 표현할 때 쓰인다.

람이 많은 현상도 비슷하다.‘오늘 10만 원’
을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만큼 영

‘3년 후 30만원’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뇌가

리한 종족이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짠 계획을

바로 우리의 클루지다.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

이런 뇌의 활동을 측정하면 인간의 구매 행동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내팽개칠 만

도록 우리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

을 예측할 수 있을까? 답은‘그렇다’이다.

큼 어리석은 존재라는 얘기다.

복을 추구하도록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fMRI, PET, MEG 등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발

기아자동차 브랜드 네임 K7의 탄생

인간은 진화적으로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대부분의 경제적 선택은 이런 계획적인 소

전한 뇌이미징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않은 존재이며, 진화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순

비와 충동구매 사이에서 벌어진다. 사람마다

었다. 뉴로마케팅이 최근 크게 각광받는 이유

간적인 생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설계된 비

다르겠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효율적인 컴퓨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은 의외로 많지 않다.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생

일례로, 최근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하고

각하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도

있는 K7이 바로 그 증거다. 2010년 5월, 지금까

충동적이고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클루지,

충동적이거나 세련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지 K7이 팔린 대수는 1만9천2백여 대. 그랜저

인간의 뇌

은‘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보다 2천여 대나 더 많이 팔렸다. 라디에이터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도 눈앞의 치

진화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결

그릴에서 리어램프로 이어지는 K7만의 고유

즈케이크나 삼겹살 때문에 내일로 미루기 일

과일 뿐’
이기 때문이다. 진화는 이전 결점을

디자인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것도 사실이

쑤고, 1∼2만원을 아끼기 위해 시내 반대편까

서둘러 고쳐 나가는‘땜장이’
의 처지와 비슷

지만, K7과 K5 등 수입차가 주로 사용하는 모

지 걸어가서 할인마트를 이용하면서도 300만

하다. 자연 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

델 이름이 세련되고 고급스런 브랜드 이미지

원이 넘는 평면 텔레비전은 과감하게 지르는

호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

를 구축하는데 주요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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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K7의 성공은 이미 출시 전부터 예견된 것이

월에 거쳐 진행했다. 기아자동차의 스타일, 브

차가 실험참가비를 지급하며 자신들을 이곳

었다. K7이라는 이름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들

랜드 지향점, 콘셉트 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에 불러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찌 좋지 않은

의 뇌 반응이 무척 뜨거웠기 때문이다. K7이라

있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을 찾는 게 핵심과제

답변을 할 수 있으랴!).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

는 차명이 만들어진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

였다. 우리는 한국인 100명과 외국인(한국 거

이 본 단어, 그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단

했다.

주 3년 이상의 자가 운전자) 100명을 합쳐 모

어를 추적하면 여지없이‘우스꽝스러운’

기아자동차는 몇 년 전부터 알파벳과 숫자

두 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

(Ridiculous)이나‘적절하지 않은’
(Unsuitable)

를 조합한 이른바 알파뉴메릭(Alphanumeric)

다. 첫 번째 도구는 설문조사. 다양한 브랜드

같은 형용사가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잠재적

방식의 차 이름을 고려해왔다. 기아자동차는

후보군(차명)을 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차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

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형용사’
를 고르라는

는데, 프라이드나 로체 등 주력차종 브랜드가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문조사와 시각추적 결과를 종합
해 최종 브랜드 후보군을 가려낸 다음, 그들의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돼 있어 다른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기능성 자기공

이름을 써야만 했고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

명영상장치(fMRI)를 활용해 브랜드 이

밖에 없었다. 그런 나라에 수출하려면 결국 동

름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뇌 반응도 측

일 차종의 브랜드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정했다. fMRI를 통해 브랜드 이름을 볼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때 뇌의 선호영역(Nucleus Accumbens)

힘들었다.

과 혐오영역(Insular) 중 어느 영역이 더
크게 반응하는지 측정하였다. 피실험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알파뉴메릭 방

자들이 가장 선호한 알파벳 후보는 K,

식으로 브랜드를 통일하자는 결론에 이르렀

T, N, Y, Z 등 5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

K7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전 세대에

현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알파

서 골고루, 내외국인 모두 K7에 대해

뉴메릭 브랜드를 찾기 위해 뉴로마케팅 전략

강한 선호 반응을 보였다. 피실험자들

을 활용한 것이다.

은 K7이라는 이름에서 세련되고 혁신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뉴로마케팅,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기아자동차의 K7과 K5

적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들에게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T는 K와 대등한 경합을

지난해 4월, 우리 연구실(KAIST 바이오 및 뇌
공학과 Brain Dynamics Laboratory)은 기아자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는 한 가지 테크놀로

벌였으나(때론 K를 능가하기도 했다!), 다른

동차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피험자를 모집

지가 숨어 있었다. 아이트레킹(Eyetracking) 장

외국 업체가 이미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

해 가장 긍정적이면서 뜨거운 뇌 반응을 유도

치가 바로 그것이다. 0.1초 간격으로, 1밀리미

져 막판에 탈락했다. 이를 통해 최종 간택된

하는 알파뉴메릭 이름을 찾는 프로젝트를 3개

터 해상도로 시선을 추적하는 이 장치는 피실

차명이 바로 K7이었던 것이다.

“

험자들이 응답하기 위해 설문지를 보는 동안,

듀크대 경영대학원 댄 에어리얼리 교수와

그들이 어떤 형용사들에 주목하는지 시선을

에모리대 정신과 그레고리 번스 박사는 최근

추적한다.

뉴로마케팅의 도입으로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기술은 행동과 대화를 넘어
뇌이미징 기술, 즉 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설령‘우스꽝스러

『Nature Reviews Neurosience』
에 실은 뉴로마
케팅 리뷰 논문에서 뉴로마케팅의 성과와 한

운 ’(Ridiculous)이 나 ‘ 적 절 하 지 않 은 ’

계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설문조사나 포커스

(Unsuitable) 같은 형용사가 적절하다고 생각

그룹 인터뷰의 좋은 보안제가 될 기술’
이라고

이 들더라도, 답안을 선택할 때에는‘재미있

뉴로마케팅을 정의한 바 있다. 이제 소비자의

는’
(Fun)이나‘스타일이 있는’
(Stylish)으로 부

마음을 읽는 기술은 행동과 대화를 넘어 뇌 안

드러운 선택을 한다(생각해 보시라, 기아자동

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Frontier _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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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의 산학 협

‘뉴로마케팅’,
KAIST 경영대학의 신경 속으로
스며들다

력은 이번이 첫 사례다. 올해는 KAIST 경영대
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의 화면 인식 패턴을
밝혀내는 실험이 진행된다. 이용자들이 순차
적으로 인지하는 화면의 위치에 따라 배너 광
고와 상품 진열을 달리하는 마케팅 기법 등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마케팅이 소
비자의 인식 영역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실험

서기 2054년 미국 워싱턴. 주인공이 추격자들

성공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2054년이

은 인간의 신체적인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더

을 피해 쇼핑몰 안으로 몸을 숨기자 점원이

라는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KAIST 경영대학

욱 객관적인 결론에 접근하려는 것이 다른 점

등장한다. 홀로그램이다. 점원은 주인공의 다

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뉴로마케팅 관련

이다. 내년에는 쇼핑몰 이용자들의 심전도와

급한 바이탈 사인을 분석해 내고 그에 맞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여유 있는 설정일

피부전기반응 분석을 통하여 한층 고도화된

상품을 권한다. 인간의 생체 반응을 마케팅에

수도 있다.

마케팅 기법이 연구될 예정이다.

산학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는 실질적인 연구

바탕으로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지난 3월 KAIST 경영대학과 온라인 쇼핑몰

위하여 시작됐다. 학계에서는 뉴로마케팅 연

평단과 학계로부터 동시에 주목을 받았으며,

‘11번가’간에 체결된 산학 협력 MOU 역시 뉴

구 기법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에 대한 이해

그 해 헐리우드 영화 시상식에서‘올해의 영

로마케팅이 주제였다. 코카콜라 등의 글로벌

를 심화시키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화상’을 수상했다. 과학적 상상력이 빚어낸

기업에서는 뉴로마케팅을 적용하기 위한 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비자 행동 심리 분석을

접목시킨 뉴로마케팅은 영화‘마이너리티 리
포트(2002)’
에서 이렇게 묘사됐다. 필립 K. 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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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경영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와 강의로 국내
뉴로마케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어떤 아이템을 넣을지 뺄지, 또는 어느
위치에 광고를 노출시킬지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뉴로마케팅이 과학적 판단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KAIST 경영대학에서는 IT, 미디어 등 산업별
로 특화된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뉴로마케팅
과 같은 첨단 학문을 미리 접할 수도 있다. 이
주미 씨는“KAIST 경영대학 졸업생들이 산업

uctance Response)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이

일선에서 차별화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어쩌

자극에 노출되면 6초 후에 손에서 땀이 측정된

면 당연하다”
고 말했다.

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온라인
게임 속의 배너 광고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의 무의식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게임 속 광고 효과
에 대한 업계의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뉴로마케팅을 접할 수 있는 한 학기 강의
를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마케팅 도구로써
광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
화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생리적 소구점에 가장 잘 부합하는 광고 전략
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

강의 내용에 녹아 있는 뉴로마케팅

KAIST 경영대학이 뉴로마케팅 분야를 선도하

학생들의 뉴런을 자극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

는 모습은 강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뉴로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은 학생들 사이에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2010년 봄 학

서도 호응이 높다. KAIST 정보미디어 MBA 과

기 개설 과목‘미디어 소비자 분석(박병호 교

정에 재학 중인 이주미 씨는 온라인 게임 회사

KAIST-11번가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진 위)
KAIST 시선 추적 실험실

수)’
은 뉴로마케팅에 대한 입문 과정 역할을

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졸업 후 IT, 미디어 산

한다.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

업으로 진출을 준비 중이다. 수업을 통해서 뉴

이제 태동기를 맞고 있는 국내 뉴로마케

소할 수 있는‘정신생리학(Psychophysiology)’

로마케팅을 접한 후 마케팅의 진화 속도에 놀

팅 연구는 KAIST의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빠

이 마케팅 이론과 접목되어 소개됐다. 소비자

랐다는 그는 KAIST 정보미디어 연구센터에서

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광고학자

의 심리, 생리적인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주관한 시선 추적 연구 실험에도 자원해서 참

로버트 퀘렝은“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질소,

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기

가했다. 이주미 씨는“온라인 게임 산업에서

산소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

본 개념이다.

뉴로마케팅의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케팅은

이 수업에서는 온라인 게임 속 배너 광고

“이런 마케팅 기법이 실제 업무에 적용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고 있고, 이

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독특한 접근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 개발에서 한 차원 높은

제는 우리의 신경과 뇌 속으로 그 영역을 확대

방법을 통하여 소개됐다. 자동차 경주 게임의

성과물이 창출될 것”
이라 말했다.

하고 있다. 경영과 첨단 과학의 만남을 통한

트랙 위에 설치된 배너 광고를 지나치고 정확

또한“게임 회사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창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 그 선두 그룹에

히 6초 후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손에서 땀이

의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개발자와 서비스

KAIST 경영대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측정됐다. 지금까지 연구된 SCR(Skin Cond-

기획자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며

주목할 만하다.
Frontier _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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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대를 향한
KAIST 경영대학의 비전과 열정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KAIST 경영대학의 행보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
월 유럽경영대학협의회(EFMD)의 EQUIS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유럽의 EQUIS, 미국의 AACSB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모두 공인을 받은 MBA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스탠더
드 비즈니스 스쿨을 지향하는 KAIST 경영대학. 이번 호에서는 KAIST 경영대학의 글로벌 프로그
램에 대해서 알아본다.

입학 단계에서부터 강조되는 글로벌 마인드

KAIST 경영대학의 입학생들은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를 통해 영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0부터 10까지의 레벨 중 10은
현지인에 상응하는‘Superior’
, 7에서 9사이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상 업무 및 협상, 설득이
가능한‘Advanced’
로 분류된다. KAIST 경영
대학이 국제화에 중점을 두는 것을 반영하듯,
입학생 중 레벨 7 이상의 학생 비중이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OPI 결과에 따라 학생
들은 본인의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게 개설된
EPC(English Proficiency Course) 수업을 의무적
으로 수강해야 한다.
영어가 목적이 아닌,
영어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

KAIST 경영대학 조 듀베리 교수(국제협력센터
디렉터)는 EPC를‘영어를 배우기 위한 과목’
이 아닌,‘영어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
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문법이
나 어휘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
‘Newspaper Reading’
에서 학생들은 세계 언
론 기관의 주요 기사를 읽은 후 토론을 벌이
고,‘Financial Issues in English’
에서는 경제, 재
무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발표한다.
물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이러한 수
업들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의 비즈니스 감각
과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듯
경제 관련 과목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용적인 강의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입학생들은
필수적으로‘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을 수강
해야 한다. 현대 비즈니스맨의 필수 역량인 프
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영어로 배우는 과정이
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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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씨는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휴대폰 단말기
연구개발 경력 5년을 보유한 그는“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레
젠테이션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며,“특히 국제화에 맞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학
습할 수 있는 강의는 상당히 실용적”
이라 말했다. 신현철 씨는 졸업 후 전략, 기획 업무로 경력 전
환을 고려 중이다. 그는“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고, 외국인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KAIST 경영대학의 글로벌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다”
며“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내용들이 향
후 취업을 할 때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1

글로벌 리더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

조 듀베리 교수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국제화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속도는 타 학교에 비해 놀랄만한 수준”
이라 설명한다. 전체 재학 기간 중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EPC 수업을 세 과목 이상씩 이수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는“KAIST 경영대학이 지향하는 바와 학생
들의 열정이 정확히 일치한다”
며,“학생들의 수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강
의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2

국제화는 MBA 학위의 가치 척도

글로벌 프로그램 외에도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KAIST 경영대학을 선택한 이상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조 듀베리 교수는 말한다.
KAIST 경영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역시 국제화라는 확고한 생각에서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고도화, 세계화될수록 MBA 학위의 가치는 그 대학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KAIST 경영대
학의 재학생들은 언제든지 세계무대에서 실전 투입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KAIST 경영대학의 대명사, 해외 교류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의 국제화는 이론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의 두 요소를 통해서 완성된다. 분야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대학들과 연계된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이미 KAIST 경영대학의 대명사
로 자리매김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회계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에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미디어·엔터테인먼
트의 명문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 복수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로체스터 대학교(SIMON Business School)를 포함한 미국, 유럽 3개
학교와 복수학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수 학위 취득자가 현재까지 40명을 넘어섰다. 또한 금융
MBA의 경우 모든 학생이 2학년 1학기 때 해외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EMBA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CEO 및 임원,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답게 실무 영역에
특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 뉴욕의 컬럼비아 경영

4

1 정보미디어 MBA의 영어 프리젠테이션 수업
2 금융 MBA 해외연수(Univ. of Maryland)
3 EMBA 스페인 필드트립(IE 경영대학)
4 테크노 MBA/IMBA 미국 필드트립(USC Marshall
School)

대학, 유럽 시장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마드리드 IE 경영대학에서 필드트립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4
박 5일간의 합숙을 통해 글로벌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라

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라 강조한 바 있다.

비쿠마 경영대학장의 Global Operations Managemen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내외에서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국제화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열정이
만나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KAIST 경

라비쿠마 경영대학장은“나의 역할은 KAIST 경영대학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

영대학의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Frontier _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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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Global Program

한국 문화의 멋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Korean Business and Culture
KAIST 경영대학은 세계 각국의 학교, 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 유수의 대학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 학기 교환 학생의 기회도 풍부할뿐더러 전일제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KAIST 경영대학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의 필수 이수 과목인‘Korean
Business and Culture’수업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16

KAIST Business School

글 _ 현지숙 기자

문화를 이해하고 Tip을 공유하며

KAIST 경영대학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은‘Korean Business and Culture’수업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교류하고, 필드트립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낸
다. 이번 학기 총 1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Korean Business and Culture’수업은 크게 네 파트로 나
누어진다. 우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청 강사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고 △영어
자막이 포함된 한국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며 △특별 초빙된 강사와 함께 한국 전통 문화 실습을 할
수 있고 △강의실 밖으로 필드트립을 나간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스스로 Tip 프레젠테이션 시간
을 마련하여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숙사 생활의 노하우, 서울의 맛 집,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와 교통, 숙박 등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기에 신기
한 마음으로 탐방에 참여했지만, 체험 후 분단
국가의 비애를 느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학생들의 따듯한 마음이 리포트에 잘 나타나
있었다.
This trip was truly an eye-opener for
me. I have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a chance to experie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points of the
last divided nation. This trip sparked my
interest about Korean histor y and
cultures. I would like to explore more
about the Korean War and how it led

한국의 곳곳을 직접 보고 느끼다

to such a long lasting conflict between

‘Korean Business and Culture’
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국 전통 문화 실

two nations. In my point of view,

습과 필드트립이다. 이번 학기 한국 전통 문화 실습으로는 한지 공예에 속하는 전통 보석상자 만들

reunification of these two nations is

기와 고전 무용,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다. 보석상자 만들기는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몇 학

extremely difficult even though there

기 째 이어져온 필수 코스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사뭇 진지한 자세로 보석상자

are lots of attempts to establish peace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진다.

between the two Korea. Nonetheless, I

필드트립으로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비무장지대 탐방, 동북아 물류 허

hope that one day the boundary lines

브와 세계 최첨단 기술 복합단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송도 RFID 센터 방문, 증권 시장의 중심인 한

are lifted and I can see a real united

국증권거래소 견학, STK의 미래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T-Um 방문이 차례대로 있었다. 강의실

Korea. - Sasi Limchareon

에서 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한국의 경제, 역사, 기술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 Exchange student from Sasin in Thailand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총 네 번의 필드트립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어낸 것은 비무장지대 탐방이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

이처럼‘Korean Business and Culture’수업

은 송도의 RFID 센터나 SKT의 T-Um 방문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고, 금융권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

에는 KAIST 경영대학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에

겐 증권거래소 견학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탐방 같은 경우는 한국이

게 한국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이고, 항상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

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매 학기 더욱 많은 외

는 것이기에 모든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외

국인 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과 한국을 알아

국인들 사이에선 비무장지대 탐방이 한국에 가면 꼭 해봐야 할 10가지 안에 드는 체험이라고 한다.

갈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잡길 기대해 본다.
Frontier _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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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글 _ 신현진 기자

세계가 인정하는 KAIST 경영대학
AACSB, EQUIS 인증 획득, GMAC 회원교 승인

KAIST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로 세계적 권위
를 지닌 EQUIS, GMAC, AACSB 세 개 기관의
공인을 받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교
두보를 세웠다. 일찍이 2003년에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승인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로부터 한
국 최초로 회원 가입 승인을 받았고, 5월에는
유럽경영대학협의회(EFMD)의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인
증을 취득했다.
11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 대학의 추천이 필요

이 밖에도 KAIST 경영대학은 아시아-태평

EQUIS 인증

하며, KAIST 경영대학의 경우 홍콩과학기술대

양경영대학협회(AAPBS) 창설, UN Global

EQUIS는 1997년 유럽 경영대학들이 MBA의

와 SASIN 경영대학의 추천을 받았다. 국내 대

Compact 가입,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대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든 인증 시스템

학 중에서는 KAIST 경영대학과 연세대학교만

표 협력학교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관

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진 평가, 국제

이 가입 승인을 받았다.

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교 간의 교류

화 수준,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의 질, 기업과
의 연계 등 11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21개의 국제 기준을 충족시킨

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인증을 취득한 대학끼

야 한다. 이번에 함께 인증을 받은 대학은 영

AACSB 인증

리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해주는 등 여러 가지

국 뉴캐슬 대학, 중국 북경대학교, 대만 국립

AACSB는 미국 경영대학협의회가 제시한 국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치대학교이며 현재까지 프랑스 인시아드,

제적 기준에 합당한 대학에게 부여되는 인증

러한 인증을 통한 해외 인재(학생, 교수 등) 유

영국 캠브리지 등 36개 국가의 124개 경영대학

이다. 경영대학의 전략적 계획, 학생들의 교과

치로 글로벌 스탠더드 비즈니스 스쿨로서의

이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KAIST 경영대

과정 인식 수준, 교수의 자질 및 전임 비율 충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라비쿠마 경

학과 고려대 경영학과가 유일하다.

족도 등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21개 분

영대학장은“국내 최초의 미국식 전일제 MBA

야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전 세계 4천여

로서 해외 유수의 경영대학과 비교해도 손색

기존 회원 대학의 추천을 받아 GMAC 가입

개 이상의 경영대학 중 500여 곳, 미국 내에서

없는 커리큘럼과 뛰어난 교수진을 갖춘 KAIST

GMAC은 세계 22개국 183개 학교가 가입한 비

도 10% 안에 드는 경영대학만이 AACSB 인증

경영대학이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 받

영리 조직으로, 경영대학 입학을 위한 GMAT

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AACSB가 인증되지 않

은 결과”
라며,“아시아 최고의 MBA로 국내 최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시험을

은 대학의 석사학위는 박사학위로의 진학이

고 인재뿐 아니라 해외 인재를 영입하여 명실

관리, 입학에 관련된 각종 통계 등 다양한 서

어려울 만큼 대학의 공신력을 대변하는 주요

상부한 글로벌 MBA과정을 만들 것”
이라고 말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GMAC의 회원이

평가 기준이 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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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신현진 기자

효성그룹의 여성 4인방,
열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
효성그룹은 섬유에서부터 중공업, 정보통신까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

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시스템이 덜

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AIST 테크노 MBA 출신 여동문들의 활약이 돋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에 대해 일일

이는데, 이번호를 통해 효성그룹의 권윤희(03학번), 이은영(04학번), 이금정(04학번), 강정은(05

이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다. 때문에 스스로

학번) 동문을 직접 만나보았다.

일 욕심을 내서 끝까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은영 동문은“전략 기
획 업무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적
응 능력을 키우고 통합적 사고 능력과 동시에
의전으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KAIST 경영대학에서 좋은 사람들
을 많이 만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냈다. 특히 여러 학생들과 나이에 상
관없이 순수하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좋았
다고 한다. 이금정 동문은“처음에는 나와 다
른 생각,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토의, 논쟁을
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왼쪽부터) 권윤희 중공업 PG, 드림경영팀(HR) 과장(03학번)·이은영 전략본부 경영 혁신팀 차장(04학번)·이금정
중공업 PG, 풍력 사업단 전략 기획팀 부장(04학번)·강정은 중공업 PG, 풍력 사업단 전략 기획팀 과장(05학번)

같다”
고 당시를 추억했다.
또한 후배들에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에 대해 많이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조별 프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문은 이에 대해“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젝트를 진행할 경우 매번 같은 사람들과 하기

다이내믹 효성그룹

범위가 넓은 다이내믹한 회사”
라고 표현했다.

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를 짜서 최대한 많

권윤희, 이은영, 이금정, 강정은 동문은 현재

반면 의사 결정이나 일의 추진은 차분하고 신

은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이도

효성그룹의 중공업 PG 풍력 사업단, 전략본부

중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남성 위

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윤희 동문은“무

경영 혁신팀에서 핵심 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회사가 대부분인 데

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 학업에 대한 스트레

이들은 학교 리쿠르팅을 통해 혹은 졸업 후 다

비해, 효성그룹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

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즐기며 임하는 것이

른 회사를 거쳐 입사했는데, 현재 효성그룹에

성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는 KAIST MBA 출신 직원이 특히 많은 편이다.

어 있다. 권윤희 동문은“만약 힘든 점이 있어

강정은, 권윤희 동문은“먼저 입사하신 분들의

도 후배들의 본보기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인터뷰를 할수록 첫인상의 부드러움과는

업무 성과가 탁월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

한다고 생각한다”
며 든든한 선배의 모습을 보

다르게 4명의 모두 진취적이고, 투철한 직업

가 돌아간 것”
이라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이

여주었다.

관을 가지고 있는 동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이 효성그룹의 기업 이미지와 무

금정, 이은영 동문은“KAIST MBA 출신들은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진취적 열정과 인적 네트워크 키워가길

척 닮아 있으며,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지속할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효성그룹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우들은 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날

효성그룹은 섬유에서부터 중공업까지 한

엇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마인

이 발전하고 있는 효성그룹과 함께 동문들의

법인 내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권윤희

드 셋을 갖추어야 한다. 효성그룹은 현재 빠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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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백헌 기자

1인 多미디어 시대는
곧 스피커의 시대다
성주음향은 TV용 스피커, 자동차 스피커, 유선전화기용 스피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다. 올해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으로‘무역의 날’수출탑을 받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신경영, 신기술 연구에 여념이 없는 최윤길 동문(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32기)을 만
나 경영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 창업

차 스피커를 납품하고 있다.

최윤길 대표는 스피커 제조업체에서 10년 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해외 소비자가 전화주

게 근무하며 스피커에 대한 이해와 시장의 흐

문을 하면 바로 스피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

름 등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1988년 성주

템도 구축했다. 기업은 R&D, 제조, 마케팅의

음향을 창업했다. 1989년에는 일본 세이코사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성주음향은 원천적

에‘뻐꾸기시계 ’알람 스피커를 수출했고 이

으로 요구되는 개발품과 체계적인 생산거점,

어 AT&T, 에릭슨, 노키아에 유선전화 스피커

신속한 공급 기지의 삼박자를 갖추고 해외 시

를 납품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성공할 것이

장을 점유하고 있다.

란 확신은 있었지만 만약 실패하면 택시기사

성주음향 대표 최윤길 동문(AIM 32기)

창업의 노하우, 중소기업에 있다

샐러리맨들의 꿈은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도 하자는 각오로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니

스피커 분야의 세계 최고로 우뚝 서다

최윤길 대표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준비한

기도 했다. 그러다 삼성전자의 TV 스피커 제조

창업 당시 최윤길 대표가‘스피커로 대한민국

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

를 맡게 되면서 더 이상 택시 견학은 하지 않

일인자가 되겠다’
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말

라고 조언한다.“회사를 차리려면 모든 분야에

았다(웃음).”세계 5위권 정도였던 삼성전자의

도 안 되는 얘기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는 대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대기업에선

시장점유율이 1위로 올라가면서 TV 스피커를

한민국을 넘어 TV 스피커 분야의 세계 최고가

알 수 없다. 중소기업에 가면 재무, 인사, 영업,

공급한 성주음향 역시 굳건한 입지를 다질 수

되었으며, 현재는 스피커 분야를 통틀어 세계

R&D, 생산, 무역 등 각종 분야를 두루두루 알

있었다.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는 중소기

목표를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KAIST 경영대

업이 많아지는 것, 중소기업 고용이 활발해지

경영핵심은‘R&D·제조·마케팅’
의 밸런스

학 최고경영자과정(AIM)을 이수했다.“나는

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과정 동기

성주음향은 멕시코, 중국, 미국, 태국, 헝가리,

아날로그 세대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

회 회장으로서 졸업 후에도 선후배 간 활발한

슬로바키아 등에 판매처를 두고, 세계 TV 스

가 됐다. AIM 수업을 들으며 반짝반짝한 아이

정보공유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피커의 20%를 점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올해

디어와 정보, 신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

에는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으로‘무역의

라 기대했고, 실제로 많은 자극을 받았다. 개

솔선수범의 리더십

날’
에 수출탑을 수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으

인적으로 R&D에 관심이 많아 수시로 교수님

하나에서 시작해 열을 일궈낸 최윤길 대표. 그

로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유에 대

들께 조언을 구하고 있다.”

는 경영자의 리더십으로 솔선수범과 자기희

해 최윤길 대표는“시장의 흐름을 읽고 신제품
개발을 주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라고 설명했
다. 성주음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선전화
기용 스피커에서 TV, 자동차 스피커까지 주력
제품을 개발시켰고, 현재는 삼성전자 LED TV
에 장착되는 초슬림 바형 스피커와 GM 대우

생정신을 꼽았다. 직원들에게 말보다 행동으

“

AIM 수업을 들으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와 정보,
신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있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

로 보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기술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기업, 성주음향의 진일보한 성장이 기
대된다.
Frontier _ Summ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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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원용준, 이상엽 기자

산학협력으로 혁신적 클러스터를 이룬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 경쟁이 가속될수록 기업-대학의 전략적 연계가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적 첨단 기술 연구 단지인 실리콘 밸리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KAIST 경영
대학은 실리콘 밸리의 한국형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장 견학,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산
학협력 체결 등 다양한 기업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의 기업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

학생들의 효율적인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기업
과의 유대관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KAIST 경영대학 경력개
발센터는 협력 기업 또는 동문 기업 방문을 통

실리콘 밸리가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연구 단지가 될 수 있었던

해 재학생들이 실무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과의 다양한 연계활동이다.

고 커리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실리콘 밸리는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대학

제공한다. 지난 봄 학기 금융전문대학원에서
는 금융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세계적 금융

인 스탠포드 대학의 훌륭한 인재들과 연구 결과물을 성장의 발판
으로 삼을 수 있었고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인
텔과 휴렛패커드(HP) 같은 기업들은 주변 대학과의 공식적, 비공

금융전문대학원,
KOSCOM과 산학협력(MOU) 체결

사 맥쿼리증권 서울 오피스를 방문하는 시간
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담당

식적 교류를 통해 얻은 상호작용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자를 직접 만나 취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와 더불어 실리콘 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로 생태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많은 정보를 얻

계를 이룬 혁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KAIST 경영대학 역시 한

었다. 이번 금융세미나에 참석한 박홍석(금융

국에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업 연계 프로그램 강

MBA 09학번) 학생은“평소 외국계 금융업에

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통

관심이 많았지만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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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했는데, 직접 맥쿼리증권을 방문해 존
워커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직원들을 만
나 업무의 실상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
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말하며“특히

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

금융에 대한 직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신

인 뉴로마케팅을 이용한

입생들이 이런 기업 방문의 기회를 놓치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덧붙였다.

가 크다. KAIST 경영대학

이외에도 KAIST 경영대학은 외국인 교환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orean Business

시선추적기 등의 장비를

and Culture 수업에서 한국의 금융기관,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제조업체 등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 문화

이용자들의 화면 인식 패

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턴을 읽어내는 실험과 정
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기업 연계

뉴로마케팅 강의를 통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 MBA 학생들의 맥쿼리증권 서울 오피스 방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해결하고자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기법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에

현재 많은 경영대학들이 기업 연계 교육

대표적인 예로 올 2월에 개설된 LGD·KAIST GMP 과정은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관련 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기업에

담당 교수들이 LG Display 파주 공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원

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다.

하는 인재상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커리큘럼

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에 LG Display 임원 특강을 비롯하여 나노 기술과 디스플레이

있는 만큼 일괄적인 커리큘럼으로는 기

에 관한 강의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

업이 요구하는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기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부터 진행된

어렵다.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의료 경영 전문 교육과정‘ASAN-KAIST Medical Management

양측은 뉴로마케팅 연구

Program’역시 아산 병원에 맞는 의료 산업 케이스를 구성하
고, 다양한 병원 내 직군의 수평적 팀 조직을 구성하여 가상 병
원 형태를 이루는 등 의료 경영에 맞추어 특화된 수업으로 진행
된다.
기업과 WIN-WIN 할 수 있는 MOU 체결

KAIST 경영대학은 최근 KOSCOM, SK텔레콤 11번가와 산학협
력을 체결하는 등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독보적인 데이터 제공
업자인 KOSCOM과 국내 금융공학 및 파생상품 연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체

금융전문대학원, KOSCOM과 산학협
력(MOU) 체결(사진 위)
교환학생 한국거래소 방문

결은 대표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다. 이번 체결로 KOSCOM과

LG Display(파주) KAIST 경영대학 학장,
교수진 방문(사진 위)
KAIST 경영대학-아산병원, Medical Management Program 입학식

KAIST 경영대학은 상호 시스템 개발, 각종 금융 데이터 및 기기

이러한 기업들과의 다양한 연

제공과 데이터 검증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계활동을 통해 학교는 현업의 생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국내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위한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체결된 SK텔레콤 온라인 쇼

지속적인 혁신의 원동력 즉, 지식

핑몰 11번가와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산학협력 체결은 최

경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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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BA에서 生生한 꿈을 펼쳐라

MBA life in KAIST campus
국내 최초의 전일제 MBA 역사를 지닌 KAIST 경영대학.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갖고 KAIST 경영대학의 문을 두드린다. 입
학생들은 동기, 교수진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 학기 경영, 금융, 정보 분야의 정규 수업을 듣고 복수학위, 필드트립 등 다양
한 해외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동아리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체험하며 인적 네트워크와 감성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갖는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 KAIST 홍릉 캠퍼스. 테크노 MBA 09학번 유영욱, 전준하 학생과
KAIST MBA를 끝내고 막 사회로 복귀한 고영선(테크노 MBA 08학번), 한규진(IMBA 09학번) 동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Year 1
WINTER

SPRING

January

March

신입생 워크숍

1월 입학

체육대회
멘토링 프로그램(킥오프 미팅)
전공별 MT

SUMMER
June

여름방학
계절학기

FALL
September

해외필드트립(IMBA/TMBA) Job Fair
해외현장연구(I&M MBA)
인턴십

December

겨울방학
인턴십

▼
▲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고 기대에 차게 만든다

지난 1월 KAIST 경영대학 신입생 전체 워크숍이 열린 1호관
대강당은 신입생이 된다는 설렘과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에 한껏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신입생 워크숍은 경
영대학 내 모든 전공의 신입생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이날 학생들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팀빌딩 게임을 통해 선후배 간, 동기 간의 팀워크를 강
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어릴 적 수련회에서 했을 법한
게임을 통해 서른 남짓의 신입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
아간 기분이다.
24

KAIST Business School

“KAIST MBA 합격에 대한 기쁨과 새로 시작되는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되었
다. 오리엔테이션과 MT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해 다양한 학교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새
로 친구들도 사귀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자 다시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학교 수업과
팀과제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유영욱

1년차 봄 학기

▼
▲

드디어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었다

1학년 첫 학기에는 경영학의 기본지식을 다루는 수업을 중심으로 듣는 것이 좋다. MBA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경영학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전 경력이 경영 분야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 학생들은 특히나 경영학의 기본인 마케팅, 회계 등을 집중
적으로 수학하게 된다. 강도 높은 수업과 과제로 빡빡한 학교생활에 지칠 수도 있는 봄 학기이다. 학교에서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별 MT, 체육대회, 공연 및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교양을 함양하는 동시에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한다.
봄 학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Toghether!’
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재학생-동문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동문끼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4500여 명의 KAIST 경영대학 동문 파
워를 직접 느끼고 선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과 팁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2009년 1월 29일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2월 1일 순식간에 나는 학생이 되었다.
2월 1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등교를 하고 KAIST 경영대학의 자랑인 개인랩 배정을 받아
지정된 랩으로 향했다. 랩에는 신입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자기 자리에 짐
을 꾸리고 있었다. 회사를 떠나 학교에서 또 다시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
다. 그 만남의 첫날, 랩에서 만난 동기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멋져 보였다.”- 전준하

1

2

1. 그룹 미팅(좌측 첫 번째)
2-3. 멘토링 프로그램 킥 오프 미팅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 졸음과의 싸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정말 버거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잘 들리지도 않
는 영어 수업의 압박도 압박이었지만, 매 수업마다 할당되는 과제나 읽을
거리를 소화하기는 정말 역부족이었다. 매일 늦게까지 노력했지만 대부
분 영어라 진도 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시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
록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물론 매일 평균 귀가 시간은 새벽 두시였다.
그러다보니 아침 수업을 들으
면서 졸기 일쑤였는데, 교수님
께는 지금도 죄송할 따름이다.
팀 활동 역시 재밌었지만 처음
엔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과 팀 활동
을 할 때는 한동안 의사소통이
힘들어 한 시간 내내 진도도
못나가고 땀만 뻘뻘 흘리곤 했
었다.”-한규진

3

1년차 여름 학기

▼
▲

해외필드트립으로 시각을 넓히다

2년 코스 MBA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여름 학기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어학, 자

“중국과 미국으로 필드트립을 다녀오면서 시각이 많이 넓어진 것을 느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를 통해 접했던 정보보다, 실제 담당자나 CEO를 통해 듣
는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다.”-고영선

격증,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등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1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정보미디어 MBA와 IMBA 학
생들에게 여름 학기는 봄 학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보내게 되는
정규 학기이다. 1년 MBA의 특성상 이 두 전공의 학생들은 여름 학

1

기에 모두 해외필드트립을 떠나게 된다. IMBA는 중국과 미국의 주

1. 정보미디어 MBA

요도시 및 기업탐방, 정보미디어 MBA의 경우 USC Marshall School

1. 해외현장연구(USC)
2. TMBA/IMBA 중국 필드트립

에서 2주간 수업을 받고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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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가을 학기

▼
▲

가을축제로 캠퍼스의 여유를 즐긴다

1학년 가을 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봄 학기보다 훨씬 여유

1

를 느낀다.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한 터라 과제나 시험을 요
령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 공모전 참여
등 수업 외에도 훗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펙 만들기
에 도전하기 좋은 시기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멘토가 되
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월에 진행되는 학생축제를 통해 동기들과 앞마당에 모
여 맥주를 마시면서 캠퍼스의 여유를 즐기고, 일부 학생들은

2
1. 가을축제, 요쿠르트 빨리 마시기 2. 초청 가수 싸이와 함께
3. 교환학생 멘토(좌측부터 리오, 전준하, 한니)

장기자랑에 나가서 그들의 끼를 마음껏 펼쳐 보기도 한다.
지난 축제 때는 초청 공연으로 가수 싸이가 학교 대강당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기도 했다. 초청 공연 후에는 아트리움
에서 동기들과 바쁜 학교생활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뒤풀이 시간도 주어진다.

2년차 봄 학기

“KAIST 경영대학을 찾은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과 학교에 대
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 교환학
생 멘토를 신청했다. 독일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베
트남인 리오라는 학생의 멘토가 되어 같은 랩으로 배정을 요
청하여 바로 옆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전준하

3

▼
▲

세부전공을 집중학습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KAIST MBA 학생들의 겨울방학은 빠르게 지나간다. 여름방학이 긴 대신 겨울방학은 한 달 반으로 짧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2010년 2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다음 학번 후배들이 들어와서 학교는 또다시 왁자지껄하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시기이다. 금융 MBA 학생
들은 2학년 봄 학기에 해외연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학생이 필수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글로벌
시야를 기르기 위함이다.
2학년 학생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전공에 대한 집중학습을 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 학기에 인턴십을 진행하지만 기업에 따라 봄 학기 또는 가을 학기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봄 학기에 가장 잘한 점 중 하나는 SWISSLOG에서 학기 중에 인턴을 했다는 것이다.
SWISSLOG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물류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각 대학의 MBA 학생
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우리 팀이 최종 합격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한국 제약 산업의
유통/물류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위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일주일
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관련 업체를 직
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교 수업과 인턴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
이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아시아 사장 앞에서 완벽하게 발
표를 마치고 회사 지원으로 상하이를 여유 있게 여행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전준하
USC Marshall MBA Global Consulting 대회 참여

“개인적으로는 가을 학기의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Nokia-University
Business Competition에서 우리 팀이 1등을 한 것이다. 이 대회는 노키아
핀란드 본사 주최로 세계의 유수 대학에게 특정 주제를 제안하면 각 대학
생들이 참가하여 아이디어와 논리를 겨루는 Business Competition이다.
이번 제목은 'Device Consumer Experience & Consumer Loyalty'였다. 이
번 대회를 통해 도전정신,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리더십, 성취감 등을 느
낄 수 있었다.”-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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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여름 학기

▼
▲

인턴십과 해외필드트립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2학년의 여름방학은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취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한
편 기관파견학생들은 해외필드트립 등 실질적인 수업과 네트워킹 위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기관파견학생으로서 느꼈던 KAIST 경영대학만의 차별점은 활발한 네트워킹의 기회다.
학생기자 활동을 하며 각계각층의 동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성장했다. 특히 소규모 수업은 교수님과 네
트워킹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또한 미국, 중국에서의 필드트립을 통해 시야
를 넓힐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한 프랑스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다. 프랑스 니스의 CERAM 비즈니스 스쿨로 2학년 1학기에 교환학기를 떠나 주중에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프랑스 곳곳을 여행했다. 학기 후반에 가족이 합류해 주말
에 함께 여행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영선

1

2

1. 프랑스 니스의 CERAM 비즈니스 스쿨 교환학생 시절 디멘쉬 교수와 함께
2. 학기 중 주말을 이용한 가족 여행

Year 2
WINTER
January

SPRING
March

신입생 워크숍

체육대회
해외연수(금융 MBA)

2년차 가을 학기

SUMMER
June

여름방학
계절학기

FALL
September

December

해외필드트립(IMBA/TMBA) Job Fair
겨울방학
해외현장연구(I&M MBA)
인턴십
인턴쉽
멘토링 프로그램(파이널 미팅)

▼
▲

Job Fair 등 다양한 취업활동을 시작하다

학교 수업을 서서히 마무리 짓고 1년 또는 2년 동안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었는지 되짚어보고,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준
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 교내에서 진행되는 Job Fair에는 기업부스상담, 현장면접,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취업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11월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파이널 미팅 시간이 마련된다. 봄 학기
부터 진행된 멘토링 모임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시간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Epilogue

▼
▲

무엇보다 1년 또는 2년 동안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입학부터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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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Academic

글 _ 손지연 기자

경영현장 체험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인재를 양성한다
닛산 코리아와 함께한
CRM 산학 프로젝트 체험기
SS모터스 영업팀 방문

국내 최고의 경영 교육을 지향하는 KAIST 경영대학은 학문적 연구를 통한

March 8, 닛산 코리아 인피니티

이론정립은 물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현장 참여의 기회를

그 동안 자료 조사한 내용과 닛산 코리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봄 학기에는 김

아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제

영걸 교수의 CRM 수업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닛산 코리아의 경영현장을

안서를 발표했다.

체험해 볼 수 있었다.
March 12, 첫 미팅

강남에 위치한 닛산 코리아를 방문했다.
상무 이하 애프터세일즈 팀 및 관련 담
당자들과 미팅이 이어졌다. KAIST 경영

매 학기 많은 과제와 수업, 팀플레이를 수행하다 보면‘눈 깜박 할 사이’
라
는 말을 절감할 정도로 한 학기가 훌쩍 지나 있다. 열심히 한 학기를 보낸
만큼 방학이 더욱 반갑기 마련인데, 본 기자는 김영걸 교수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수업에서 수행한 산학 프로젝트
의 전 과정을 상기해보는 것으로 이번 봄 학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왼쪽부터)윤여은, 이서영, 손
지연, 김건무 CRM 산학프로
젝트 팀

대학팀을 포함해 10명 남짓의 인원이 모
이니 벌써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
분이 든다. NDA(Non Disclosure Agreement)에 서명하고 나오니 마치 컨설턴
트가 된 것 같았다.

February, 닛산 코리아 인피니티, 산학 파트너로 선정

산학 프로젝트 파트너로 닛산 코리아의 인피니티가 선정되어, 수업에서 배

March 19, IT 시스템 워크샵

운 지식을 바탕으로 인피니티의 CRM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

닛산 코리아 본사에서 사용하는 고객정

을 제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프로젝트 수행팀은 테크노 MBA 05학번

보 관리 DB 접속권한을 부여받고, 시스

김건무, 테크노 MBA 09학번 손지연, 윤여은, 이서영으로 꾸려졌다.

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앞서 인피니티 경쟁브랜드에 대한 스터디와

를 통해 고객정보의 입력 단계에서 발생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전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

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을지 기대가 되었다.

수 있었다.

28

KAIST Business School

고객 인터뷰

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
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April 13, 중간보고

닛산 코리아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해 고
객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인피

서비스 센터 방문

겠다고 약속했다. 항상 분주한
필자를 보고 혹자는 9학점 같은

니티의 모델별, 출고시기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각도로 고객정보를 분석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

May 5, 고객 인터뷰

3학점을 듣는다고도 하였지만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CRM 현황을 진단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실제 고객 4명과 FGI(Focused Group

들어간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

했다.

Interview)를 실시했다. 이들은 각각 인피니티, 벤츠, BMW, 아우

을 얻었다. 내·외부 팀과의 의

디의 사용자로서 경쟁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견조율, 수입차 산업에 대한 지

이를 토대로 고객 관점에서의 고객관리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

식과 아이디어, CRM에 관한 학

했다.

문적 지식이 유기적으로 통합

April 17, 영업사원 인터뷰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SS모터스(딜러

되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 뿌

샵)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다양한 경력
과 노하우를 가진 5명의 영업사원과 인터

May 6, 김영걸 교수의 중간 점검 회의

듯하다. 책상에서만 배운 지식

뷰를 진행했다. CRM에 대한 영업사원의

막바지에 이른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상의하는 시간. 우리가 보

과 현장에서의 괴리는 분명히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고 딜러와 본사 간

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배움과
시도, 적용을 통해 어느 순간

연계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다.
May 17, CRM 전략 도출을 위한 내부 워크샵
April 24, 서비스 센터 방문

닛산 코리아 본사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CRM 이슈와 관련된 전략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인피니티 서비스

제안 피드백을 요청했다. CRM과 관련된 내부적 이슈를 파악하고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견학 및 서비스 센

프로젝트 범위 재조정에 들어갔다.

업그레이드된 경영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터 직원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
을 통해 서비스 센터의 업무 흐름과 서비

May 25, 마지막 발표

스 마인드를 확인하고, 세일즈와 서비스

드디어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여주는 시간. 30분간의 발표 후 질의

간 업무 연계도 파악했다.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

5월 25일 마지막 발표

고 답변과 지적이 오고 간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3개월이 넘는 긴 여정에 마침표
를 찍었다. 짧다면 짧은 3개월이지만 CRM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
민하고 애썼던 것을 생각하면 참 긴 시간을 달려온 듯하다. 늦은 시
간까지 자료를 만들고 수시로 모여 생각을 나눴던 팀원들, 요청사
항을 요구할 때마다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닛산 코리아 담당직원들
그리고 산학 프로젝트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신 김영걸 교수님을
통해 경영학적, 인간적 통찰력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역시 CRM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었고 실행력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피드백은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CRM 전략 도출을 위한 내부 워크샵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전략 제안에 대해 인피니티 측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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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글 _ 이상엽 기자

현업과 실무를 오가는 금융공학의 집합체,

택의 효과와 함의’
라는 주제의 포럼을 성황리

금융공학연구센터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에서는 최근 탄소 파생

에 마쳤다. 또한 2006년부터 산업은행과 공동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연구센터는 국내에 금융공학 열풍이 불긴 전부터‘금융세

연구를 통해 현업과 사회적인 니즈에도 빠르

미나’
‘21세기 금융비전 포럼’등 다양한 학술, 연구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

게 발맞추고 있다.

여왔다. 최근에는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금융공학 최고 전문가 과정’
을 개설하
중견 금융인을 양성하는 최고전문가과정 개설

여 중견 금융인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공학연구센터는 학술적 연구 외에도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 금융인을 양
현재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금융공

준히 이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공학

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21세기 금융비전 포

협회와 함께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

학부 과정에도 금융공학과가 생겨나고 있다.

럼’
은 국내 주요 금융 기관의 대표들과 개인회

융공학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해 최신 금융

가히 금융공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할 수

원이 매달 모여 금융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

공학 지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있는데, 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

져오는 현안에 대해 강연을 듣고 금융 선진화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 동문 세미나를

은 유명 투자은행의 경우 본점에서 300명 정도

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열어 동문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현업에서 지

의 퀀트를 거느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

는 자리로써 최근 6월 22일에는 유성재 교수

식을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가히 현업

로 우리 금융시장의 퀀트 수요는 계속 증가할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모시고‘IFRS 채

과 학계를 오가며 인재와 최신 지식, 이슈를
만들어 내는 연구·실무의 복합체라고 할 수

것으로 보인다. 반면 KAIST 경영대학은 국내
에서 불고 있는 금융공학 열풍에 한 발 앞서
국내 금융시장에 퀀트 인력을 공급하는 주된
통로의 역할을 해왔으며, 매년 경영공학 박사
와 금융 MBA 졸업생을 배출하는‘퀀트 양성

“

소’
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10년의 역사를 지난 금융공학연구센터

금융공학연구센터 강장구 센터장(KAIST 금융
전문대학원 교수)을 중심으로 이뤄진 그간의
연구 활동은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 프로그

금융공학연구센터
강장구 센터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그간의 연구 활동은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
프로그램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있다.
■

금융공학연구센터

■

Supex 경영관 4층 S470

■

전화: 02-958-3161

■

홈페이지: http://kgsf.kaist.ac.kr/ferc

“

램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 금융공학 열풍이 불기 10년
전에 설립된 금융공학연구센터는 다양한 학
술,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
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
다. 특히 현재까지 82회 치러진‘금융세미나’
와 51회를 맞이한‘21세기 금융비전 포럼’
만
봐도 금융공학연구센터의 활동이 얼마나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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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에 진행된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센터장 강장구 교수(왼쪽 두 번째)와 스탭

Inside Zone

Art Exhibition

글 _ 이상엽 기자

경영과 예술의 정점을 잇는다

이지연 개인展‘꿈속의 꿈’

경영과 예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 상호 이해되

일체의 절대경지에서 꿈과 현실의 구분이 옅

는 감성을 공유한다.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

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Technology,
Management & Art

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 유를 창조해야만 시대의 예술품이 만들어

이지연 작가 역시 인도 여행 중 지금이 현

지고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경영을

실인지 꿈인지 경계가 모호해 지는 순간을 경

“예술 작품을 잘 감상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일컬어‘종합예술’
이라 칭하는 것도 같은 이

험했으며,‘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

것이 좋은가”
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지연 작

유에서다.

을 했다. 이를 토대로 작가는 다양한 기억과

가는 본인이 대학시절 렘브란트 전을 보며 느

이에 KAIST 경영대학은 학생들의 감성 리

꿈들이 뒤섞이고 교차하는 것을 작품에 표현

꼈던 경험을 토대로 감상법에 대한 생각을 이

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문화

하고자 했다. 이지연 작가는“지금 이 순간만

야기했다. 렘브란트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

행사 위원회’
가 추진하는 정기적 미술전과 다

이 가장 생생한 현실일 뿐 지나간 과거나 다가

앞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선 채 감동을 받아

양한 초청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6

올 미래는 모두 꿈”
이라 말한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도 나중

작품으로 순수한 감동을 전하고자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찬찬히 감상

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시가 있었다. 작가에게 직접 작품 설명을 들

하다보니 각 작품마다 실이 등장하는 공통점

을 했다고 한다.“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머리

을 수 있는 오프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지연 작가는“실은 바

는 이차적인 것이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

SUPEX 경영관 2층 갤러리를 찾았다.

느질을 의미하며, 각 그림 속 공간의 거리와

이상의 것은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에게라도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고 설명

감동을 주면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일에 이지연 작가의 회화 개인전‘꿈속의 꿈’

꿈과 현실의 모호함을 표현

했다. 실을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꿈

이번‘꿈속의 꿈’전시를 통해 많은 학생

<장자>의 제물편에는‘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이 연결되어 만나는 것이다. 실은 작품 바깥의

들의 예술적 감성이 가득 채워졌을 것이라 기

되어 날아다니다가 깨었는데, 장주가 꿈에 나

관객과 작품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대한다. 또한 작품과 관객을 하나로 연결시켜

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는지

실로 꿰맨다는 것은 단순히 연결시킨다는 것

주는 매개체, 실에 의해 학생들이 그 어느 때

알 수 없었다’
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만물

외에도 헤진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 즉, 삶

보다 순수한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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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Campus Event

5월 홈커밍데이 현장을 찾아서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매년 다양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만나 동문으로서의 교류와 친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 연구실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교수들과 그 밑에서 동문수학한 선후배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순간들을 살펴보자.

Banking & Corporate
Governance Lab

마케팅 혁신 연구실

박광우 교수

한민희 교수

및 재무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관리 연구실 회계 (AFIS)연구실
김영걸 교수

한인구 교수

5월 20일 저녁, Cafe de marine에서

5월 14일 저녁, 한민희 교수님과

연구실‘EIR Lab’에서는 5월 5일

박광우 교수님과 13명의 제자들이

26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학교 앞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업생 및 가족

‘CEO Club’과 재무정보시스템(AFIS)
연구실의 졸업생 및 재학생 가족

모였다. 교환학생을 포함한 졸업생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홈커밍

친지 총 80여명이 모인 대규모

37명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모여

및 재학생들과 박광우 교수는

데이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영걸 교수의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경기도 양평에

첫 연구실 동문회 행사에서 모처럼

진출한 선배들과 후배들 모여

농장인 경기도 구리자연농원에서

위치한 무너미 화랑카페에서 열린

선후배의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삼삼오오 그간의 이야기들을

바비큐와 각 가정에서 함께 장만해

홈커밍데이는 물이 넘쳐 흐른다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선후배 간, 사제

나누고, 오랜만에 교수님과 함께

온 음식들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무너미처럼 내내 웃음과 사랑이 넘쳐

간의 각별한 인연을 소중히 다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와 와인

교수의 소개로 농장의 동식물을

흘렀다. 보물찾기와 미니 체육대회 등

가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며 다음

한잔을 곁들여 피어난 이야기에는

둘러보며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모임을 기약했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공유된

있었고, 이후 만능 엔터테이너

자녀들에겐 어린이날다운 즐거움을,

교수님의 가르침과 연구실 생활의

김영걸 교수님의 사회로 온 가족이

어른들에겐 순수한 동심을 선물해 준

추억들이 녹아있었다.

게임에 참여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간이었다.

만끽했다.

11월 동문행사 안내

2010 Alumni Reunion 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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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11.6(토) 14:00~18:00 ▶ 장소: Supex 경영관 아트리움
프로그램: 세션별 강의, 산업별 네트워킹, 경매

Notice

동문소식

이언오 동문(경영정책 박사 85학번) 부산발전연구원장 내정
부산시는 제7대 부산발전연구원장에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이언오 동문을 내정했다. 이언오 동문은
부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KAIST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6년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이후 25년간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다. 저서로는
<기술의 대융합>(2010, 공저), <과학기술, 한국창조의 길>(2008, 공저), <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 경
제특구>(2003, 공저), <21세기 성장엔진을 찾아라>(2000, 공저) 등이 있다. 주로 경제혁신과 기술전략
의 전문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강 동문(EMBA 09학번, 액토즈소프
트 사장)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주관
‘천억벤처기업’수상

박상문 동문(경영공학 박사 97학번) 강원대학교 기획부처장 임명
강원대학교는 지난 2005년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박상문 동문을 기획부
처장에 임명했다. 박상문 동문은 2002년에 KAIST 경영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기술경
영, 경영전략을 주요 연구 분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강원대학교에 부임하기
전까지 삼성종합기술원 CTO전략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규봉 동문(AIM 31기)
㈜SH에너지화학 사장 취임

강학중 동문(AIM 3기)
국내 최초로 가정경영연구소를 설립해 가정경영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학중 동문은 가족을 위한
행복의 기술을 전하는 <강학중 박사의 가족수업>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정환 동문(EMBA 08학번, 데일스포드코리아 대표)
지난 5월 8일 청담동에‘데일스포드 오가닉 콜로세움’을 오픈했
다. 영국 유기농 브랜드로 100% 유기농 음식과 유럽 카페의 여유
로움, 친환경 유기농 농장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이재도 동문(AIM 32기)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사장 취임

김경진, 남궁태헌 동문
(테크노 MBA 07학번)
소문난 교내 커플이었던 김
경진, 남궁태헌 동문이 지난
5월 15일 서소문 오펠리스
라비제홀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다.

김우경 동문(IMBA 09학번)
지난 4월10일 웨딩마치를 올렸다.
권오문 동문(AIM 32기)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승진

경조사 및 승진, 창업 등의 모든 동문 소식은 동문 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alumni)에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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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발전기금

후배사랑 장학금,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쓰나요?
2007년 경영공학 석사과정 05학번 동기들이 석사과정을 마치며 KAIST 경영대학의 세계수준 도약을 위해 10년 또는 20년 뒤 한 후배의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후배사랑 장학금’약정은 경영공학 학사과정 재학생들의 기부 참여와 MBA 기 졸업생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이어
지고 있다. 2009년에는 ING생명과 연계한‘후배사랑 장학금 기부보험’도 시작되어 월 3만 원 가량 총 200~300만 원의 실기부로 사후 천만 원을 학교에 기
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2010년에는 후배들의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는 한 선배의 제안으로‘후배사랑 장학금 설문’을 실시하
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Question 1

Question 2

Question 3

재학생들이(또는 재학 시절) 학교 생활에 가장 어

재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어떤 형

비재정적인 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겪었던/겪고

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 있는 Mentoring Program이 진행되고 있습
니다. Mentor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는)부분은 무엇입니까?

15.09%
5.66%

7.55%
28.30%

13.21%

11.32%
28.30%

22.64%

50.94%
■ 학업 스트레스
■ 재정적 압박(등록금, 교재비 등)
■ 교수, 주변 학생들과의 갈등
■ 기타

58.49%

58.49%
■예
■ 아니오
■ 기타

■ 한 학기 등록금 지원
■ 교생활비 일부 지원
■ 교재비 일부 지원
■ 기타

동문들이 학창시절을 회고해 볼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였다며,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한 학기 등록금을 10년간 납부하
기를 선호하였다. 경영공학과의 경우 해외 학회 참여를, MBA의 경우 업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재정적인 지원인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멘토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을 향한 선배들의 사랑을 잘 드러
내주었다.
한국 최초의 MBA School이자,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경영공학과를 가지고 있는 KAIST 경영대학의 가장 큰 저력은 동문들에게
있고, 동문들의 후배사랑 장학금과 멘토링 참여는 후배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모교와 동문 모두를 더욱 빛내는 선순환의 시작과 끝점이 될 것이다.

후배사랑 장학금 참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후배사랑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후배사랑 장학금 일반 기부
- 지금부터 10년/20년간 분납
- 10년/20년 후 일시납/분납 (납입기간은 본인이 선택)
- 지금 일시납
후배사랑 장학금 보험 기부
- 지금부터 10년(연령에 따라 기간 및 납부액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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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배의 한 학기 등록금
(수혜 후배 지정 가능)

한 후배의
학회 참여 지원

한 후배의
교재비 지원

한 후배의
해외연수 지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02-958-3249 또는 nrjung@business.kaist.ac.kr(정나래)로 연락주세요.

2010
EQUIS(경영대학국제인증)(획득

2010
GMAC(경영대학입학위원회)(가입

2009
FT(Executive(Education(Program(아시아(2위

2008
WEF(세계경제포럼)(한국대표(협력학교
UN(Global(Compact(가입

2006
IS(정보시스템)(연구분야(세계(13위

2004
AAPBS(아시아-태평양(경영대학협회)(창설

2003
AACSB(경영대학(국제인증)(획득

MBA(Open(School
8월(21일(토)(오후(2시,(서울캠퍼스(대강당

모집전공:(테크노MBA,(금융MBA,(정보미디어MBA,(
(((((((((((Executive(MBA,(IMBA
원서접수:(2010년(10월(중(
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