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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Globalization of
KAIST Business School
has already begun

K. Ravi Kumar 학장(KAIST 경영대학)

The world is currently in a stage of
great uncertainty_whether to be optimistic and rejoice or to be pessimistic
and despair! After setting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 went through
yet another crisis, with the BP oil spill
in the Gulf of Mexico; they face continued stressful political activities in
Iraq and Afghanistan and the potential
of a double-dip recession hanging over
its heads with no major positive signs
on employment creation. Countries
like Greece and Spain in Europe are
paying a severe price for spending
splurges in the past and without any
recourse to currency control; they have
had to impose heavy spending cuts
that are bound to make their citizens
unhappy and will put them deeper into
an economic recession. The Chinese
economy is growing at a scorching
rate, making millions of its people
better off economically; even enc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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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their labor force to strike, as they
did in Honda manufacturing plants,
for further wage increases and sharing
of prosperity. The Indian economy is
also expanding close to double-digit
rates and for once, with a stable
government in place that can make
difficult decisions; yet its future growth
could be severely hampered by its
infrastructure issues, such as power,
water and transportation. Is it time to
give up on globalization and its
ephemeral benefits?
At KAIST Business School, we
think not!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to help, support and aid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or all our
stakeholders: students, staff, faculty,
alumni and well-wishers. Because of
the hard work of all our stakeholders,
we received the prestigious EQUIS
accreditation from the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EFMD). Together with our (USbased) AACSB accreditation, this
makes KAIST Business School comparable to any top US or European business school in terms of our processes for managing the school: recruiting and managing our students and
faculty, execution of our programs and
activities, and planning for a very
bright future. We have concluded new
collaborative agreements with top
business schools in China (such as
Nanjing and Shanghai Jiao Tong) and
India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and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We have our faculty actively involved in cutting-edge global research
this summer, some of them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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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IIMB) an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ne of
our senior faculty was invited to be a
keynote speaker at a maj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icies for Sustainable Low-Carbon Society in Kyoto,
Japan. We hosted the China-KoreaJapan (CKJ) Asian Management Workshop with more than a dozen researchers from Tsinghua, KAIST and Keio
making research presentations. We
hosted 65 executive MBA students and
faculty from IIMB here in Seoul and
Busan, educating them on Korean
history, culture, business practices and
etiquette and showed them some of
our great companies and their reasons
for success; they went back with great
praise and admiration for KAIST and
Korea. Our IMBA, TMBA and I&M
MBA students returned this summer
from their study trip to the US, after
having been educated on brand management; our EMBA students went on
their visit to Spain and US for their
own global immersion trip. We have all
of our FMBA students pursuing dual
degree programs and on exchange
visits to universities in all parts of the
world. One of our dual degree program students did so well that a major
multinational hired him in the US
itself, right after his studies. And we
have been successful in getting funding
support from a major Korean multinational to help support their management talent needs in India and China.
Global financial crisis or not, the
work of globalization at KAIST Business School has just begun. Nagaja!

생각의 窓

한국 자본시장
IT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IT & Financ
e Infrastruc
ture

지난 10여 년간 세계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는

있지는 않은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거래소 간의 무한경쟁’
이라 할 수 있겠다. 유

다. 둘째, 국내의 수많은 대학 등에서 해마다

럽과 미주에서는 거래소 간에 서로 먹고 먹히

많은 전산 인력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는 살벌한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찾기가 어렵

2020년까지 세계에서 5개 미만의 거래소만이

다는 점이다. 특히 전산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살아남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

지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시스템 설계나 컨설

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거래소 간의 경쟁 상

팅 능력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

황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중심에 다름 아닌 IT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우선, 시장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인 장벽

해 자본시장 IT는 한쪽으로 힘이 결집되어야

이 없어져 거래소 간 경쟁이 촉발된 동시에 경

한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

쟁의 핵심 요소로 IT 부문이 부각되고 있는 것

회사가 독자적으로 IT설비를 갖추는 것도 필

이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각각

(주)코스콤 대표이사 김광현

요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럴 필요는 없

Euronext와 OMX를 인수해 IT인프라를 통합

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천문학적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매매처리 시간을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IT 분야는 전문 업체에

단축하는 한편 시장연관성(Market Connect-

권 IT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계기가

아웃소싱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상품개발과

ivity)을 개선하고 있다. 이들 선진거래소들은

되었다. 최근에 코스콤과 MOU를 체결한 일본

마케팅 등에 집중하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

경쟁적으로 각국의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IT

노무라종합연구소(NRI) 고위관계자는“짧은

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기

솔루션을 수출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한

자본시장 역사에도 불구하고 코스콤이 보유

업에 필요한‘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을 위한

편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력에 놀랐다”
고 고백

제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동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IT분야는 세계 어디

한 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업계의 트렌드를 적극

와 견주더라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보유하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업계에 필요

고 있다고 자부한다. 필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계획이다.

한 인재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와 지원체

중인 (주)코스콤은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시스템을 개발·운용해 온 증권 IT 전문 기업

IT 부문이‘내실 있는 경쟁력’
을 갖기 위해서

이다. 한국거래소가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증

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IT 분

권거래소 설립을 맡게 되었는데 코스콤은 자

야에 대한 비효율적 투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본시장의 핵심인프라인 매매 체결 시스템 등

없다. 금융기관들은 앞 다투어 연간 수천억 원

주요 증권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

의 비용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자하고 있으나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수주한

중복 투자나 과잉 투자라는 지적은 곱씹어볼

베트남 증권거래소 현대화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가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계 하드웨

나스낙 - OMX 등 글로벌 IT 업체와의 경쟁 끝

어나 소프트웨어 업체만 배불리 먹이고 경쟁

에 수주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와 코스콤의 증

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는 소홀히 하고

계 수립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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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New

KAIST Issue

KAIST 미디어 프론티어 2010, 스마트한 세상을 이야기하다

> 김영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의 개회사

> 석호익 KT부회장의 기조강연

>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강연중인 KAIST 한상기 교수

>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 (사진 왼쪽부터) 패널 토의 중인 윤한길 삼성전자
상무와 이경수 KT전무

> 패널 토의 세션

방송통신위원회, KT,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후원하는‘KAIST 미디어 프론티어

대해 발표했고, △KAIST 문화기술대학원 한상기 교수는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2010’이 지난 10월 15일 KAIST 경영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연속 KAIST

있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2부‘스마트 미디어와 스마트

경영대학의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스마트 폰,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라

라이프’에서는 △나우콤의 김진석 이사와 △Daum의 김지현 본부장이 모바일

이프’라는 주제로 관련 학계와 산업 전문가들의 시종일관 열띤 토론 속에서 진행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3부 패널 토

됐다. 올해 행사는 IT, 미디어 업계의 최대 키워드인‘스마트’가 주제였던 만큼 개

의에서는‘스마트폰 생태계’를 주제로 △삼성전자 윤한길 상무 △KT 이경수 전

최 전부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무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희 과장 △Daum 김지현 본부장이 참가자들과 질의응

행사 공고가 나간 이후 기업 임직원 270여 명과 미디어 산업을 공부하는 학생 90

답 시간을 가졌다.‘스마트 미디어’를 키워드로 구성된 심포지엄이었지만 기존

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행사 당일에도 미처 등록하지 못한 방문자들이 다수

매스 미디어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행사장을 찾아 높아진 심포지엄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행사를 기획한 KAIST 정

행사에 참석한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정일균 차장은“뉴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

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김영걸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방송통신위원

으로 신문, 방송사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급변하는 미디어 경쟁 구도에

회 이경자 부위원장의 축사와 석호익 KT 부회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지면서 분위

서 신문의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가 무르익었다.

말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심포지엄은 아프리

전체 세션은 3개의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 세션인‘소셜 미디어’에서는 △

카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정재민 교수가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활용 방안에

6

KAIST Business School

KAIST 경영대학-㈜효성, 장학생 지원 협약 체결
KAIST 경영대학과 ㈜효성은‘효성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 지난 8월 20일 MOU를 체결했다. 본 프
로그램은 글로벌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효성의 글로벌 인재 확보와 양 기관의
글로벌화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실시되며, 중국과 인도에서 각 2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학기 기준 4학기 동안의 교육비 전액과 의료보험비를 포함한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
며, 졸업 후 2년 동안 효성에서 근무하게 된다. 장학생 선발과정은 KAIST의 외국인 학생 입학시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되며, 효성과 협의를 통해 최종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금융전문대학원 세미나, G20 관련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 강연
these domestic forces, particularly since the global environment is
unlikely to turn favorable. Sustaining the reform momentum is critical
and it will depend upon factors such as success in creation of jobs to
reap the demographic dividend, substantial improvement in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efficacy in addressing structural imbalances in
key food crops and, finally, fiscal consolidation.
(인도 경제는 국제 금융 위기로부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국가 경쟁력이란 성장과 주
도적인 거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국내 수요 지배력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든 이후, 미래는 이러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 개혁
> 지난 9월 2일 인도 중앙은행 수비르 고칸(Subir Gokarn) 부총재가 KAIST 금
융전문대학원에서‘인도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과 리스크-금융 위기 이후의
전망’
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의 원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인구통계학적인 배분을 이
루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물리적, 사회적 기반 증진, 주요 농작물의 구조
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과 같은 요소들

인도 중앙은행 수비르 고칸(Subir Gokarn) 부총재가 지난 9월 2일 KAIST 금융전

에 의해 결정된다.)

문대학원에서‘인도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과 리스크-금융 위기 이후의 전망
(Long-term drivers and risks in the Indian Economy: A Post-crisis Perspective)’을

이번 특강은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인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방향 및 선

도 대표로 방한한 수비르 고칸 부총재의 이번 세미나는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한

진국, 개도국 간의 역할을 제시해

인도 경제의 장기적인 원동력 분석과 함께 인도 경상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 문

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올해 한

제,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여파와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CEPA)을 맺는 등 경제 교류가

(일부 발췌) The Indian economy has recovered relatively quickly from the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에서 인도의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outcome reflects the importance of domestic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금융 위기를 넘긴 인도 경제의 전망과 리스

forces-the dominance of domestic demand as the driver of growth and

크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pro-active macroeconomic policies. The future lies in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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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KAIST 경영대학,
금융리더과정(Financial Leader’
s Program) 개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경

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정 위주 경영 원칙에서 벗어나 나라 재산의 가치 향상을

영지식 습득이 필수이다. 자산관리를 통해 한국 금융 산업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를 공사의 목표로 삼은 만큼 이번 KAMCO·KAIST

지원하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는 KAIST 경영대학원과 손

금융리더과정을 통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의 비전 달성을 기대한다.

잡고 KAMCO-KAIST Financial Leader’s Program(금융리더과정)을 개설했다.
KAMCO는 고부가가치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핵심 인력들에 대한 글로벌 역량 강
화와 미래 경영자 양성을 위한 경영 능력 향상을 이번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기
업에서 필요한 전략적 통찰력과 경영 현안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커리큘럼은 경
영경제, 경영전략, 리더십과 조직경영, 마케팅, 회계 및 재무, 경영통계, IT 경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올해 8월 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총 14주
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선정된 30명은 다양한 소속으로 구성된 팀 배정을 통
해 전사적인 관점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KAMCO는
그동안 금융 기관 부실채권의 신속한 인수와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통해 금융 시

> 지난 8월 27일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철휘 사장

장 안정과 건전한 국가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힘썼다. 앞으로는 경제 안정망으
로서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금융 소외자들의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지
자체 공유 재산에 대한 위탁 개발 사업, 조세 정리 등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 Customized Program 개설 문의: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 최서영 (02-958-3401, sychoi@business.kaist.ac.kr)

EMBA 총동창회 창립총회
지난 9월 3일 EMBA 총동창회 창립총회가 KAIST 경영대학 아트리움에서 진행되었다.
동문, 교수진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승인, 회장단 선출 등의 순서가 이어졌
으며, 총동창회 출범으로 KAIST EMBA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함으로써 지난 7년史를 돌
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가족 같은 동기들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는 이들
의 얼굴에는 지나간 학창 시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회장으로 선출된 2004학번 김준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이번 총동창회 창립으로
국내 유수 기업의 임원들이 포진한 동문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한 새로운 정보, 시각을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전했다.
올해 하반기 주요 행사로는 △10월 31일(일) 총동문 골프대회 △12월 11일(토) 총동문
송년회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EMBA 특유의 끈끈한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있었던 라비쿠마 경영대학장의 축하 인사처럼 본 총동창회를 통
해‘Simply The Best’의 KAIST EMBA를‘Always The Best’로 이끌어나갈 동문들의 활
약을 기대해 본다.
> (사진 위부터) 회장으로 선출된 김준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EMBA 총동창
회 창립 기념 케이크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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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융 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소위 투자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과 종목 선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길이라 믿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주식 시장의 변동에 상관없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던 주식 펀드도 대부분 큰 손실을 냈다.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이인무 교수
금융전문대학원

수수료 비율로 구분되는
적극적 펀드 vs. 소극적 펀드

수수료 지급 후 수익률은 소극적 펀드가 유리

았던 펀드가 이후에 계속 성과가 좋을 확률은

그럼 과연 어떻게 운용되는 펀드의 투자 수익

매우 낮다고 발표하고 있다.2)

주식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와 같

률이 높을까? 많은 사람들은 투자 분석에 많은

은 주식 펀드는 운용 방식에 따라 적극적 펀드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 펀드가 더 높은 수익

투기가 아닌 올바른 투자에 대한 인식 정립

와 소극적 펀드로 나뉜다. 적극적 펀드는 시장

률을 올릴 것이라 기대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

그렇다면 과연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 분

담하면서 적극적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나 과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풍부한 투자 지식을 갖

석가를 고용해 각 종목을 분석하면서 많은 비

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고 주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형편이 못되는

용을 지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종목과 투자

그동안 많은 재무 학자들과 펀드 평가 회

대부분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직접 투

Active vs. Passive
Investment

시기를 선정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식에 집

사들이 적극적 펀드와 소극적 펀드의 투자 성

자의 한계와 적극적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인

중 투자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수수료

과를 비교해왔다. 평가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식해야 한다. 우선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여러

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펀

구체적인 결과는 다르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

종목에 투자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

드는 종목 분석을 해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들은 투자자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평

는 분산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균적으로 수수료 전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 적

에게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보다 뮤추얼 펀

대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불필요한 위

극적 펀드의 운용성과가 소극적 펀드에 비해

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

험을 줄여 주식 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수료 지급 후

험을 피하며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대한 보상만을 기대하며 운용된다.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의 경우 적극적 펀드는 투자 금액의

펀드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시장 수익률만큼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

1% 이상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소극적 펀드는

다면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적극적 펀드 중에

로 운용되면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소극

보통 0.2~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를 골라

적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투자

적극적 펀드의 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이 소극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금융 위기를 통해 경험

적 펀드의 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보다 적어도

나 문제는 그런 적극적 펀드를 고르는 것이 매

했듯이 주식 투자는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수료의 차이(많은 경우 1% 이상)보다 높지

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에

위험성이 있다. 단기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낮은 수익률(수수료 지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펀드가 이후에도 좋은

보다 여유 자금을 장기에 걸쳐 투자하면서 위

급 후)을 얻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도 일부 적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을 기대하는 것이 투

극적 펀드들은 너무나 많은 거래를 하여 전체

러한 펀드가 계속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기가 아닌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산의 3% 이상을 거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술 연구가 있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올바

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과거에 수익률이 좋

른 주식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1)

우도 있다. 이렇게 많은 거래 비용에 높은 펀
드 수수료까지 합치면(1~2%) 결국 시장보다
5% 이상의 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을 올려야 소
극적 투자자와 비슷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1)‘Mutual Fund Brokerage Commission,’by Jason Karceski, Miles Livingston and Edward O’
Neal (2004, University of Florida
Working Paper).
2) 예를 들어‘On Persistence in Mutual Fund Performance,’by Mark Carhart (1997, Journal of Finance 52, 5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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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인재의 교육
있다.

후의 신 자유주의적 사고 아래 새로운 금융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금융산업을 감

본주의가 확대되고 초국가적 금융기업이 탄생

당할‘글로벌 금융인재’
의 양성이 어느 때보다

하였으며 금융의 세계화가 가속되어 왔다. 그

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교육의 관점에

러나 지난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식 금융자

서 새로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

본주의가 실패했다는 지적 아래 미국, 영국 등

펴보고 우리나라 금융교육기관이 이에 맞추어

금융강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금융시

어떻게 금융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의 지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의 글로

의견을 제시한다.

벌화는 지속될 것이나 이런 와중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로운 지역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글로벌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인재가 글로벌 경쟁력

▶ 금융윤리와 사회책임의 강화 - 미국 월스트

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리트 금융엘리트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업의

및 아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이머징 마

탐욕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거센 비판에 직

켓을 널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면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세계경제 및 금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본 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담

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시작된 금융

이 열렸으며 여기서 개혁을 위한 5대 공통원칙

이 필요하다.

위기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어느 정

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천명되었다. 그

▶ 금융 규제의 개혁 - 많은 사람들이 금융규제

도 회복된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금융산업도

중 위기의 근본원인과 처방으로 투명성과 책

의 완화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국제공조 하

임성(Accountability)의 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에서 자산유동화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

청렴성(Integrity)의 증진이 강조되었다. 글로벌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

금융기관 보상체계에 대한 개혁, 회계기준의

금융위기가 경영대학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

융규제는 이번 서울 G20회의 주요 의제이며

개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금융

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인재

‘균형 있는’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질서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는 무엇보다 윤리와 사회책임에 대한 사명감

이번 회의에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

우리나라도 국제 금융질서의 개편에 적극

이 투철하여야겠다. 그 동안 음지에서 거래되

벌 금융인재는 금융규제에 대한 준법경영

참여하는 한편, 금융규제ㆍ감독 재정비 등을

어 오던 파생상품의 투명한 공정거래뿐만 아

(Compliance)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금

통하여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니라 금융범죄의 예방,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융법 및 회계 등의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추진 중이다. 나아가서 이번 G20 정상회의를

책임금융 등 사회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시가회계(Mark-to-

주도하여 금융안전, 금융규제개혁등 금융위

금융 등 녹색경영을 통한 에너지, 환경 문제에

Market Accounting)가 금융위기를 가속시켰다

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속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구열 교수
금융전문대학원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등 글
로벌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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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겸영주의로 인
▶ 금융의 글로벌화 속의 지역화 - 1980년대 이

한 창의성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융, 녹생금융파생상품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

또한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화 및 지역화

위해서는 금융과 인접학문에 대한 융합지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금융패러다임의 변화

이슈에 맞추어 다변화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갖추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

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글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의성이 요구된다.

벌 금융인재가 윤리와 사회책임 경영을 통하

현재 미국, 영국 대학과의 학생교류 네트워크

여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공익성의 양자의 목

는 계속 유지하되 중국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 규제 속의 금융공학의 발전 - 금융위기 발발

적을 동시에 달성하여 실추된 금융산업의 신

및 유럽대륙의 주요 학교와도 교류를 확대하

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

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교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실무교육이

임 모기지의 남발이었으나 그 피해를 확대시

육하고 있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특히 금융
공학은 실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학문으로

킨 것은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 스와
프(CDS) 등 장외파생상품이었다. 이번 G20회
에서도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생상품
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복잡한 상품이 단순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대
한 파생상품의 선 순환기능은 무시할 수 없으
며 금융공학에 대한 수요는 궁극적으로 새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영
대학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인재는 무엇보다
윤리와 사회책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여야겠다.

실무의 첨단기법이 학교에서 교육되며 학교교
육이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다. 업계의 교육은 아무래도 실무위주의 교육
이 되기 쉽다. 학교가 실무를 이론적으로 학문
화하여 이론과 실무의 균형적 감각을 갖춘 글
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0

운 모습으로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선진국 대열에 낄 수는

그러나 현재의 금융프로그램으로는 앞으

위권이지만 국제기관이 평가한 금융부문의 경

없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구조는 이자

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하에서 경쟁

쟁력은 30위권에 불과하다. 금융산업이 국제

수익 혹은 위탁매매수익 비중이 50% 정도로

력 있는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글로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높아 수익구조의 선

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프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이 필요하다. 우리나

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전문가의 양

로그램의 보다 전문화 및 세분화가 요구된다.

라 금융전문인은 아직도 전체 금융인의 10%

성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공학 교육

현재 금융공학 중심으로‘일반 금융MBA’를

미만으로 싱가포르 홍콩의 40~50%와 비교가

은 아직 일천하며 미래를 대비한 최소한의 금

교육하는 단일 금융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나

안 된다. 우리나라 금융교육기관이 새로운 금

융공학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파생상품

이외에 금융공학 분야 (Master in Financial

융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전문

Engineering)와 재무 및 금융 분야 (Master of

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여건

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앞으로 키코(KIKO)와

Finance)로 세분하여 별도의 학위 프로그램을

조성이 요구된다.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외국의 유명 대
학에서는 금융공학을 비롯하여 금융대학원 교

새로운 금융패러다임과 KAIST의 금융교육

육을 몇 개 분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시

KAIST 경영대학 내의 금융교육은 1996년 금융

하여 왔다. 일반 금융 MBA는 금융경영인을 양

공학전공으로 시작하여 2006년 정부의 자금 지

성하는 과정으로 계속 유지하되 금융공학은

원으로 금융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금융공학

기본적으로 융합학문으로 수학, 통계학, 파생

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금융전문 교육기관

상품, 위험관리 및 공학적 지식을 융합하여 설

으로 성장하였다. 금융전문대학원도 최근의

계역량과 고도의 위험관리역량을 갖춘 창의적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윤리 및 사회

‘금융솔루션’제공자를 양성하며, 재무 및 금

책임교육을 강하하여 2009년부터 모든 학생들

융 분야는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전문가를 육

에게“윤리와 사회책임”
을 필수과목으로 요구

성하고 경제, 회계 및 IT등 인접학문에 대한 기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금융

초교육을 강화하여 금융프로그램을 전문화하

MBA 내에 녹색금융 트랙을 신설하여 탄소금

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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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강기선, 원용준 기자

현장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이념 하에 출범한 KAIST 학생투자펀드(KAIST Student
Investment Fund, 이하 KSIF)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KSIF는 학생들이 직접 실제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다양한 포
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기법을 터득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학생 실전투자펀드다.

현장 실습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
학생투자펀드
의 차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변수가 많아서 아직은 눈에 띄게 뚜렷한 성과

국내 최초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실전투자펀드 운영

가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투자펀드 Fellow들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전략 회의에는 거

영대학이 처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200개

겐 이론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직접 실행해보

시경제적 전략, 전체 펀드의 자산 배분, 종합적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의 뉴욕대학교, 오

고 시장에서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투자 전략팀과 운

하이오주립대학교, 텍사스주립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모델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용을 담당하는 54개 팀이 각기 다양한 기법을

는 학생투자펀드를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

서 큰 의의가 있다.

활용한 전략을 심층 논의한다. 논의 결과 승인

치고 있다.

KSIF는 출범 이후 금융 위기 등 예측하지 못한

들의 호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KAIST 경

특히 학생이 주최가 되는 투자이다 보니

된 전략 하에 선별된 투자 대상은 회의에 상정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다양하고 새로운

되어 2차 논의를 거치고, 확정된 대상에 대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2008년

직접 투자 및 운용은 주로 각 팀 Fellow들의 책

현장 교육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금융 위기 때는 시장예측 모형을 통해 안전 자

임 하에 수행된다.

국내의 경우 학생들의 직접 투자와 같은 실전

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금융위기의

학생투자펀드는 학생들이 직접 주식 파생

참여가 자칫 상아탑의 변절이 아니냐는 비난

악조건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상품 등에 투자 자금을 관리하며 이론과 실무

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러한 실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를 접목한 운용 전략을 실습하고, 이론과 현실

투자는 금융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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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금융 시장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크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에서부터 학생투자펀드를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동

>

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어 발전되어

석 교수를 통해 KSIF의 설립 취지와 이러한 실용 교육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자.

야 하는데, 국내 대학원의 경우 이러한 실무 경
험이 약하다는 평가다. 학생투자펀드는 실전

학생투자펀드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처음

을 통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도 제 몫을 다하

학생투자펀드를 설립했을 때는 MBA 학생들이 금융권으로

는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험을 쌓아주는 차원으로 시작

다. KSIF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실전 참여 교

했다. 외부 펀드회사의 기부를 받아 1년에 4~6명의 Fellow

육은‘현장 교육을 통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로 시작하였는데 성과가 좋았다. 한국에 와서도 이러한 니

교육 기회 제공'이란 서남표 현 KAIST 총장의

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던 차에 학교에서 투자금을 지원

지론과 일맥상통하는데, 취임 후 줄곧 실용주

김동석 교수
금융전문대학원

요성을 적용하며 금융전문대학원에도 10억 원
의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이다.

실전을 통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도 제 몫을 다하는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
이와 같이 국내 교육계에서도 이론뿐만 아
니라 현장 실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장
에서 부딪치는 경험이야말로 산교육이자 창조
적 인재로 커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커리큘
럼도 점차 이론 위주에서 실무 병행으로 바뀌

Mini Interview

의적 교육관을 강조하고, 지식 활용에 대한 중

해줘 그 동안 구상하던 것을 바탕으로 2주 만에 추진 계획
을 완성, 승인을 받고 출범식을 하게 되었다. 금융은 이론
과 실무가 같은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론이 바로

실무에 적용되고 또 실무를 통해서 이론이 새로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에서 다양한 모델을 실행(Implementation)하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학생투자펀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업 실무진도 졸
업생에 대한 업무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전해왔다.
학생투자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을 실험하는 것이 우선인가? 수익률이 우
선인가? 민간투자회사처럼 수익률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실행해

보고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력을 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으며 매주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물론 실전이기 때문에 적용된 이론을 바탕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
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 효과와 수익률을 모두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KAIST 경영대학 학생투자펀드와 미국 학생투자펀드의 차이점은? 미국의 학생투자펀

고 있어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

드 활동은 규모가 작았다. 또한 투자 범위에 있어서도 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다양성이

램과 경영자문실습과 같은 과목을 통해 학생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 학생투자펀드는 학생들의 직접 투자 보다는

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접할 기회를 갖는다. 기

투자 분석을 위주로 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추천을 하여 학교의 기금운영 주체

업체가 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학계가

가 이를 수행하는 형태가 많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KSIF의 경우 6개월 단

원하는 실무 경험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

위로 20여 명의 Fellow들을 선발하여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옵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이공계에서는 산학 협동 활동이 활발히

에 투자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투자기법을 익히고 개발하고 있어 다양성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 업계에서는 아직 실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미국의 학생투자와는 다른 점이다.

투자의 기회가 흔치 않다. 매 학기 선정되는

앞으로 KSIF의 운영 계획은? 기본 구조는 계속 가겠지만, 각 팀 별로 끊임없이 새로

KSIF Fellow들의 운용 소감을 들어보면“시장

운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회사가 운영하

의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이론으로만 알던 것

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헤지펀드, 대체투자 전략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 결과물의 차이가 있으며 이론을 실전에 적

강화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도 약 2개월간의 중복 기간을 두고 또 다음 기에도 참여를

용해본 후에야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이전 기수의 노하우가 다음 기수로 쉽

밝혔다. 또한“금융 시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KSIF의 자체 서버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학생 때부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 해 축적하고 있는데 매일 공유하는 모닝 브리프와 리스크 분석 리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됐

트와 같이 지식의 전수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지식이 공유되고 다이내믹하

다”
고 밝히며“앞으로 금융계에 진출할 때 큰

게 운용되는 것이 이상적인 투자운용사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KSIF도 그러한 이상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 자신했다.

운용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Frontier _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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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만으로는 부족,
실제 활용이 필요하다
이희석 교수(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MIS Quarterly 게재 논문

식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MIS Quarterly에 논문 게재

해 IT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저자들은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의 IT 투자가

들어, 시험공부를 할 때 각각의 과목을 잘하는

요인이 지식 공유를 촉진시키고, 어떻게 실제

팀 성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

학생들에게 서로 물어보면서 공부하여 지식을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힌 공로를 인정받아‘MIS Quarterly’저널에 게

전달받는 것과 같다. 기업에서도 IT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희석 교수(KAIST 경영대학), 유영

재(예정)되었다.‘MIS Quarterly’는 경영정보

발전할수록, 누가 어떠한 분야에 전문가란 점

진 석좌교수(미국 템플대학교), 최수영 과장

시스템(MIS)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

을 파악하게 된다. 그에 따라 업무에 필요할 때

(삼성생명 인사팀) 등은‘IT와 TMS가 지식 공

술지이다. 이전 연구들도 Transactive Memory

마다 자문을 구하여 팀 업무 성과를 증진시키

유, 적용 및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System(TMS)가 팀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게 되는 것이다.

of IT and Transactive Memory Systems on

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IT 투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IT 지원이 팀에서의

Knowledge Sharing, Application and Team

가 지식 관리 실행들을 격려하고, TMS의 발달

TMS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TMS와

Performance: A Field Study)’
이라는 주제의 논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TMS가 정확히 어

IT 모두 지식 공유와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문을 발표하여 지식 경영의 IT 투자 효과에 대

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가 지식 활용에

한 이해를 더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결고리들에 대한 시사점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팀 성과에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 저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한편 지식 공유는 팀

게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다. 대신 지

현대의 유명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식 공유 및

물어 지식을 전달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식 활용을 증가시켜 간접적인 효과만을 내는

TMS

IT 지원이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순한 지식 공유

그들은 포스코와 SK에 소속된 총원 743명의

들이 공유된 지식이 실제로 팀 성과를 높이는

139개 팀을 대상으로 현지연구(Field study)를

데 활용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격려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IT 투자가 지식 공

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만이 아니라 TMS의 구축을 촉진한다고 밝혀
냈다. 또한 단순한 지식 공유만으로는 실제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고, 지식 활용
의 증가가 팀 성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
했다. 여기서 말하는 TMS란 팀원들이 각자 특
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해져, 각 분야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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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성과를 증가시키기엔 부족하고, 조직

Insight Zone

논문소개

글 _ 이백헌 기자

기업지배구조가
유동성을 좌우한다
박광우 교수(금융전문대학원)
2010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아시아의 도시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을 테마

배구조가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인다면, 지배

장 유동성이 낮았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나쁜

로 한 2010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가 8

구조 개선은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에 긍정적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좋은 개별

월16일~18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성공

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주식시장 유동성이 높아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권리보호

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300여 편 가운데 30개 경영관련학

지배구조와 주식시장 유동성

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륙법 국가들, 경제 규모

회 회장이 추천한 논문 30편을 대상으로 엄격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서비스 제공 업체인

에 비해 뮤추얼 펀드시장이 작은 나라, 경영권

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 수상작들이 선정됐

ISS에서 28개국 총 7565개 상장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큰 국가에서도 지배구조가 좋은

다. 최우수상은‘유동성과 기업지배구조: 국제

2003~2007년 기업지배구조 점수 정보와 재무

개별 기업은 주식시장 유동성이 큰 것으로 분

비교 실증연구’를 공동 작성한 박광우 교수

제표, 주가 자료를 입수해 실증분석을 했다. 분

석됐기 때문이다.

(KAIST 경영대학), 정기호 교수(뉴욕주립대학

석 결과 좋은 지배구조가 주식시장 유동성에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투자자들이 자본시

교), 김준석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성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장 발전이 더딘 국가에 투자할 때 지배구조 리

윤 교수(연세대학교) 등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입증됐다.

스크가 낮은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게 바람직

논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경영적 시사점
을 얻어 본다.

먼저, 주주 권리보호 수준이 낮아 지배구

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기업들도 좋

조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지배구조

은 지배구조를 갖추면 주식시장 유동성이 높

가 잘 정비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주식시

아져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를 비교한 첫 실증 연구

저자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일수록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다국적
기업ㆍ주식시장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과
거에도 미국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
‘좋은 지배구조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축소
해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
는 연구 결과가 존재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다르고 주
주 권리보호 수준이 제 각각인 여러 나라를 비
교한 실증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
로 주식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자금 유입이 촉진돼 주가가 상승하
고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따라서 모범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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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ation Program

글 _ 원용준 기자

최근 인도의 한 기업이 한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인도의 경제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지난 8월 13일,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인도 명문 경영대학원 IIMB(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의 EMBA 학생 65명이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인도 IIMB EMBA 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에 온 까닭
SKT의
T-Um 방문

GM대우
공장 방문

이마트
방문

비즈니스와 문화가 접목된 다목적 프로그램

다양한 기업 방문으로 산업 전반적인 이해 도와

추고 있는 한국 전자 산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

KAIST 경영대학을 찾은 인도 IIMB EMBA 학생

학생들이 가장 열띤 호응을 보낸 프로그램은

고, 3D TV, 스마트폰 시현을 통해 앞으로 발전

중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지닌 IT 출신

자동차, 전자, 중공업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

할 전자 기술의 트렌드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 많았지만, 그 외에도 PWC 컨설팅, 퀄컴, 마

방문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한국 기업의

주말에 방문한 부산에서는 거제도에 위치

이크로소프트, 군인 등의 다양한 이력을 지닌

성공 사례를 현지 직원에게 직접 듣고, 눈으로

한 대우조선해양, 창원에 위치한 두산 중공업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 리더인 비카스 반샬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을 방문해 산업 현장을 견학했다. 학생들에게

“IT 출신인 만큼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한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또는 세계에서 최고의

두 회사의 생산품이 세계 1위라는 설명을 하자

국의 하드웨어 역량을 접목할 수 있는 비즈니

위치에 있는 GM 대우, 이마트, LG전자, 대우조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며 한국 방문에 대한

선해양, 두산 중공업, SKT에서 진행됐다.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

첫 번째로 방문한 기업은 GM 대우 부평 공

지막으로 SKT의 T-Um을 방문해 앞으로 변화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업 방문, 인사

장이었다. 이곳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

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주거 문화, 쇼핑 문

특강을 통해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도

한 이해뿐만 아니라 GM의 글로벌 전략과 인도

화 등을 보여주는 쇼룸을 감상했는데 학생들

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난타 공연 관람, 한

의 자동차 산업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었으며,

은‘실제 체험을 통해 빨리 상용화 되면 좋겠

국 음식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차 디자인을 미리 볼 수

다’
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이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친 학생들은“한국

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듯

마트 본사와 매장에서 학생들은 한국 유통업

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

학생들은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 브래들리

계의 경쟁 요인을 파악했으며, 이마트의 해외

다”
고 프로그램 과정을 회상하며,“앞으로 이

갬빌 LG전자 최고전략책임자 등 국내 기업 임

진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마케팅 담당자

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 한국과 인도의

원들의 특강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를 보였

의 설명을 들으며 매장에서 쇼핑을 해봄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양국의 경제 현황과 문화를

고, 많은 질문을 해 항상 예상 시간을 넘겨 수

써 이마트의 가격 전략을 직접 체험, 확인했다.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모색하길 바

업이 끝나곤 했다.

LG 전자 평택 공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

란다”
는 소감을 밝혔다.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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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백헌 기자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연
구 활동이다. KAIST 경영대학의 많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하고 교류하며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KAIST 경영대학에서도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 활성화, 획기적 연구기회 제공
국제학술대회 재정지원
독일 퀼른에서 열린 Marketing Science 학회

올해에는 쾰른 대성당으로 유명한 독일 쾰른(Colonge)의
도심에 위치한 MARITIM 호텔에서 Marketing Science 학회
가 개최되었다.
쾰른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봉사로 진행된 이번 학회
는 6월 16일 박사 과정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17~19일 연구
논문 발표 섹션 구성까지 총 4일에 걸쳐 학회 행사가 진행
되었다. 논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각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최신 연구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각자 자신의 논문을 평가받

> 담화하는 마케팅 최고 저널들의 편집장들. 왼
쪽부터 Eric Bradlow(Marketing Science),
..
Tulin Erdem(JMR), Greg Allenby(QME),
Pradeep Chintagunta(Management
Science)

> 박사과정 컨소시엄 이후의 식사시간. 좌측 아
래부터 양준혁, 김철, Preyas Desai,
Pradeep Chintagunta, 이백헌, 김혜진

> LIM 상을 수상하는 Greg Allenby

> 학회장에서의 식사시간

고 그에 대한 조언과 비평을 들으며, 앞으로의 연구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마케팅 저널 편집장들의 현실적인 조언

연구자들이 서로 논문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 역시 유익
한 연구 활동이지만, 학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
는 바로 마케팅 저널 편집장들과의 담화 시간이다. 마케팅
분야 최고 저널들의 편집장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는 현역 연구자들과의 담화이
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관과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연구,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 혹은 절대 하
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대한 조언은 연구 성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KAIST 경영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KAIST 경영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참
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300만 원
까지 최대 30여 명에게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인당 국제학술대회 경비 지원 2배, 전체 예산으로는 3배가

KAIST 경영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30여 명에게
경비를 지원한다.

증가된 액수로, 연구 성과에 대한 KAIST 경영대
학의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도
KAIST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경비를 전액 지
원받아, 계량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
회인 Marketing Science에 다녀올 수 있었다. 앞으
로도 학생들의 꾸준한 국제학술대회 참여와
KAIST 경영대학의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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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 2009 학번, 6기 학생들은 부드러운 가운데 강한 추진력을 자랑하는 그룹입니다. 지금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
지요. 지난 여름 이들과 함께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IE 경영대학원을 축으로 하여 그라나다, 세고비
아, 톨레도 그리고 스페인이 자랑하는 마요르카 등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등 글로벌 현장에
서 값진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얻은 것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기획하
고 함께 하면서 느낀 바가 있지만, 학생들의 시각이 더 흥미롭고 그래서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Going Global? Being Spanish!
EMBA 6기 스페인 필드트립

배보경 교수
Executive MBA
Director

▶ 교과목: International Field Trip [EMB572] ▶ 주제: Going Global in a Changing World - A European Perspective

Prologue

그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공감하면서 나 자신

할 수 없는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드트립의 가장 큰 장점은 보고 듣고 체

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앞으로 뮤지컬이나 오페라, 전시회, 음악회 등

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다이나믹한 상황

있었습니다. - LG디스플레이 이경태 부장

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경영자의 필
수덕목으로 자리잡은 문화적 소양을 넓힐 생

의 변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강의 교안
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뉴욕필드트립에서

Detail 1. 문화

각입니다. - 피플웍스 우준환 대표이사

William Duggan 교수의‘전략적 직관’
이 발휘

공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항상 원칙과 논리로

IE 세고비아 캠퍼스에서의 건축 강의는 역

되는 4가지 단계 중 첫 번째인 역사적 사실, 즉

만 제한되어 있어 역사의 흔적인 문화에도 많

사의 현장에서 들었던 만큼, 매우 색다른 느낌

인위적으로 쌓기도 힘든 수많은 경험과 상황

은 관심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예측하기

이었습니다. IE 교수진의 스페인 역사 이야기

을 맛보았다는 것이 이번 필드트립의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도래하는 기업환경과 맞

를 따라 로마 수도교, 동화 백설공주의 배경인

소득입니다. 수업 시간의 강의 내용들은 그 동

추어 역사적인 사실과 인지, 문화적인 소양을

Alcazar성 등 고풍스러운 도시 곳곳을 둘러보

안 EMBA 과정에서 배운 내용의 총정리와 같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자 함입니

고 있으려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가물가물하던 기억들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다.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에서 있었던 지휘

었습니다. 스페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

명품 KAIST EMBA가 명품을 만드는 Loewe와

자 Gustavo Dudamel의 음악회는 지금도 그 흥

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오래된 과거의

Camper를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척의 거리에서 본 지

아름다움을 현재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스페

습니다. 그들만의 혼을 담아 가치를 창출하는

휘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세계

인이 부러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명품정신이 우리 동기들에게도 분명 내재되어

적인 마에스트로 Dudamel 연주 소식을 접한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여유와 포용력이야말로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기들의 가슴 따뜻한 열

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순식간에 티켓을 예약

그들의 진정한 저력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 덕분에 우리 EMBA 6기는 다른 것으로 환산

- 대우조선해양 박병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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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2. 강의

Detail 3. 기업 방문

Epilogue

Strategic Management 강의 중 역사적으로‘국

스페인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품질과 함께 생산

가끔 스페인에서의 여유를 생각하면 현재의

제화(Internationalization)’
가‘다각화(Diversifi-

효율을 항상 강조하는 것과 달리 너무 빠른 생

내 일상이 너무 안타까운데, 필드트립 후 유럽

cation)’보다 좋은 사업확장 전략임을 지적했

산을 경계할 정도로 품질을 위한 품질만의 장

에서 만났던 벨기에 사업파트너의 말에 여운

는데 새로우면서도 나름 수긍이 가는 이론이

인정신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156년 전통을

이 남습니다.“유럽사람들은 조상 잘 만난 덕

었습니다. 결국 다각화란 다른 사업영역에서

자랑하는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 Loewe의 경우

에 이제 부자도 아니면서 모두 부자인 듯 착각

다른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만, 국제화

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규모의 소

하고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적 경

란 국가와 시장은 달라도 같은 영역의 지식을

규모 기업이 얼마든지 세계를 상대로 뻗어나갈

쟁에서 뒤쳐지니 진정 미래의 삶의 질이 보장

공간적으로 전파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

수 있으리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 분야에

될까 걱정이다.”아직은 삶의 여유를 논할 만

다는 측면에서 다각화 보다 위험요소가 적다

서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큼 여유가 없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

는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시장

후 당대에 이르러서는 핵심역량을 디자인으로

각하면서도 진정한 사업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에서 성장의 정체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에게

집중하고 본사의 역량을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

지니고 연속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가려면 한

는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해

인에 몰입하여 성공한 Camper. 창업자의 아들

발 더 뒤로 물러서 우리만의 경영문화를 여유

외시장으로 진출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분명

Lorenzo Fluxa Orti의 열정적이고도 감각적인 프

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또

참고할 만한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리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스페인의 작은 섬에서

다른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Think Different”
의 철학 아래 세계를 꿈꾸고

2주간의 스페인에서의 학교생활, 새로운 문화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 좋았고 부

와의 만남 그리고 6기와 교수님들과의 대화 속

러웠습니다. - 삼성카드 김일훈 차장

에서 나름 나만의 새로운 영감을 얻고 내 시야

- 삼성SDI 김관형 차장
Pastor 교수가 제시한 Innovative & Creative
Leadership 이야말로 내가 찾던 리더십 스타일

의 각도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게 너무

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전학습과제였던

인수 합병 시 이질적인 기업문화를 결합시

“Managing for Creativity”
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키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인수 합병당한 회사

내용을 토대로 한가지 실천방안을 찾으라면,

직원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업문화를 원만

Recognition입니다. 각 멤버들이 수행한 PJT 결

하게 통합, 성장에 성공하는 Sol Melia 호텔 체

P.S.

과에 대해서 칭찬과 의견을 좀더 자주 교환함

인을 보면서 스페인의 기업문화가 상당히 유

뉴욕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을 기반으로 한 1

으로써 창의성을 자극함은 물론, Transfor-

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직접 프리젠

년차 학생들의 해외현장연구 모습은 e 뉴스

mational Leadership에서 제시하는 Individua-

테이션을 해주었던 그룹 부사장은 호텔에서

레터를 통해 소개되어 EMBA 홈페이지에서

lized Consideration과 Intellectual Stimulation을

근무하면서 MBA를 공부하여 현재의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르게 되었는데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했다

www.business.kaist.ac.kr/emba

-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김현숙 차장

는 말이 내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나 기쁩니다.- 나무가 서정화 대표

- 디아지오코리아 문성훈 부장

EMBA 스페인 필드트립 일정

6.28(Mon)
Global Economy
Business, Government & Society

7.2(Fri)
Innovative & Creative Leadership
Amalgamation of Christian, Islamic, Jewish
Cultures

6.25(Fri)
Art & Management
- Learning Leadership From Young Maestro

6.29(Tue)
Global Economy
Business, Government & Society
Strategic Management

7.3(Sat)
Group Activity

6.26(Sat)
Architecture & Management
- Islamic Art, The Moment of Glory
6.27(Sun)
Art & Management
- Classic vs. Contemporary Art: Prado Museum
Explore the Variety and Possibility in Spain

6.30(Wed)
Loewe
Architecture & Management
7.1(Thu)
Personal Branding
Strategic Management

7.4(Sun)
The Mediterranean Art & Culture
7.5(Mon)
Camper
Sol Melia Hotel Chain

Frontier _ Autum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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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Internship

글 _ 강기선, 원용준 기자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기업 인턴십과 관련된 여러 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나간다. 대부분 국내 기업에서 인턴십이 이뤄지지만
최근에는 외국 현지 기업으로 인턴십을 나가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인턴 경험을 토대로 현지에서 취업하는 학생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KAIST
경영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업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경영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의 성과가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과 취업, 나아가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능력을 펼칠 때,
해외 인턴십
백승우(테크노 MBA 10학번)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다. 주로 은행의 대출 및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고 직접 현장
에서 대출과 수금 과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
업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민 은행의 자매회사
중 사회적 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Grameen Phone과
Grameen-Danone에도 방문했습니다.”

관심 분야를 두루 접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힌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첫 학기를 끝내고 국내 P2P 금융회사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서 모두 인턴십을 경험해보니 두 경

서 두 달간 인턴을 했던 백승우 학우는‘서민들에게 집단 지

우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퇴근 후 생활에서

성을 이용하여 대출 해준다’
는 P2P 금융 아이디어를 보다 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해외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

세히 살펴보기 위해 최초로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을 만든 그

은 단순히 해외에서 일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라민 은행에서 인턴을 시작했다.“그라민 은행의 International

생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외국인 친구들과 저녁 식

Program Department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은행 업무의

사를 하는 것, 조그마한 호텔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모두

어떤 부분을 맡아 직무 수행을 하기보다 마이크로 크레딧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라민 은행의 직원뿐만 아니라 여

그라민 은행에 대해 배우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또한 자

러 나라에서 온 인턴들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

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업무와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습니

며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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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oordinator
와 함께

인턴들과
파티

여러 나라에서
온 인턴들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는 부인에 대한 애틋함에 대해 공감하고, 업무적으로는 외
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해결 방식이나 의견의 다양성
을 존중하여 실제 회사 전략에 반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
었습니다.”다만 근무할 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다보니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생겨 경미한 실수를 몇 번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원활한 인턴십,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도 중요

MBA 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
회적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십을 하기보다는 해당 직무나 기
업이 자신과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턴십을 지
원하는 경우가 많다. 백승우 학우는 이런 경우에 더욱 해외
인턴십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한다.“해외 인턴십은 외국인과

모국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근무했던 그는

일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졸업 후 해외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막상 한국에서 일을 해보니 예상과 다른 점이 많았다고 한

만 해외 근무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므로 한번쯤 탐

다.“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색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베트남의 회의 시간은 지위고하를 막
론하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해 의사소통을 했는데, 아이
디어나 업무 진행의 어려운 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문화

Nguyen Dung(정보미디어 MBA 10학번)
한국 펄서스 테크놀로지

가 모국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의사소통이
퇴근 후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웃음).”
그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서의 인턴십과 취업
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한국의 정은 기업 문화에도 녹아 있어

Nguyen Dung 학우는 영상, 음향 산업에 반도체 관련 기술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벤처 회사 펄서스 테크놀로지에서 인
턴십을 했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로 사업 확장을 타진 중에
있는데, 이곳에서 한 달 반의 인턴십 기간 동안 해외 시장 개
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했다고 한다.
평소 한국 생활을 하며 따뜻한 정을 많이 느꼈다는 그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한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해결 방식
이나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
하여 실제 회사
전략에 반영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다고 말한다.“나와 같은 풀타임 외국인 학생의 상당수
가 이번 여름 인턴십 후에 정직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에 대한 회사들의 평가가 매우 긍
정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한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길 원해서 외국인 학생에게
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한국어
를 배울 기회는 강의 형태밖에 없는데, 별도로 한국인 학생
과의 파트너링이나 자체적인 한국어 배우기 모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객지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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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해외 명문 대학과의 Dual Degree(복수학위제)는 KAIST 경영대학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미디어 엔터테인먼
트 산업의 메카인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이하 USC)와의 Dual Degree는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들에게 최적의 옵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 USC Dual Degree 1호 박지홍(정보
미디어 MBA 09학번)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KAIST’브랜드와 함께 세계무대로 도약을…
▶ 정보미디어 MBA Dual Degree 1호 박지홍 동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본인이 Dual

MBA 학생들에게 개인 연구실을 제공하는 학

Degree를 취득하기로 결심한 건 언제쯤이었나?

교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흔치 않다. 반면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KAIST 정

USC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폭넓은

보미디어 경영대학원과 USC의 복수 학위 프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인프라가 잘 구

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국내 IT 미디어

축되어 있다. 월트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업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KAIST 정보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도 네트워

미디어 MBA 학위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

크를 구축할 수 있고, 현지 취업이나 박사 과정

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USC에서 복수 학

진학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되는 곳이다.

위를 취득한다면 관련 분야로 진출할 때 큰 경

USC의 Dual Degree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부러움과 관

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다.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USC는 미국 내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본인의 경력을

직접 겪어 보니 USC는 어떤 학교인 것 같나?

에서도 입학하기 까다로운 학교로 알려져 있

간단히 소개해 준다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1880년 개교 이래 조지 루카스나 로버트 제메키

다. 이런 USC에서 KAIST 경영대학에 입학 전형

에서 인턴 경력이 있다. 보통의 MBA 전공자들

스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감독을 배출한 학교라

을 모두 일임했다는 것은 글로벌 무대를 꿈꾸

에 비해서 직장 경력은 짧은 편이다. 엔터테인

고 하면 느낌이 떠오를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

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 요인이다. 자신감을

먼트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작년 KAIST 정보

그가 세 번씩이나 입학시험에 낙방하면서까지

갖고 도전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미디어 MBA에 입학했고 올해는 USC에서

가고 싶어 했던 학교이고, 결국 입학을 포기했

이제 졸업까지 3개월여 남았다. 남은 기간 각오는

MSBA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USC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

어떤가?‘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Dual

MSBA는 정확히 어떤 학위인가? MSBA라고 하

다는 사실이 학교의 명성을 말해준다. 초청 강

Degree 1호’
라는 수식어가 항상 부담스러웠지

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히

사의 프로필, 산학 네트워크 그리고 강의 내용

만 이제는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 각오를 다지

말해 MBA 취득자들을 위한 Post MBA 과정이

을 보고 나면 역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게 됐다. KAIST란 브랜드를 이곳에 확실히 각인

라고 보면 된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켜야겠다는 애국심 또한 고취되는 기분이다.

(AACSB)에서 인증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어떤가? KAIST 경

KAIST 경영대학이 세계무대를 위한 최고의 디

득한 이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를 더욱 심화하

영대학과 비교해 본다면? KAIST 경영대학처럼

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기 위해서 지원한다.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
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후 USC에 오면,

KAIST 경영대학 Dual Degree (복수학위제) 현황

산업과 비즈니스 두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The

전공
테크노 MBA / IMBA

Business of Creative Industry, The Business of
Entertainment와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관리를 체

금융 MBA

분야
회계
법률
금융

정보미디어 MBA

미디어

계적으로 배우는 Product Innovation and Brand
Management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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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Rochester (Simon)
City University London (CASS)
Michigan State University (Eli Broa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rshall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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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용자 1억 5천만 명. 일일 평균 가입자 35만 명. 140자의 메시지가 엮어가는 소셜 네트워킹‘트위터(Twitter)’
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인
들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업들의 마케팅 도구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트위터. 이제는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주기까지 하니 언제까지나 주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직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워보자. 장담컨
대 그리 어려운 녀석이 아니다.

트위터, 아직 안 하세요?

step1

Sign Up, 가입하기

도 있다. 이는 홈페이지 오른쪽에 표시되는 본

들이 보인다. Direct Messages는 말 그대로 특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

인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의 수(following)와

인에게 전송하는 메시지다. 이 경우 다른 트위

더라도 우선 가입부터 해 보자.

본인을 팔로우하는 사람의 수(followers)를 통

터 사용자들은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없다. 리트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윗은 자신이 리트윗한 게시물이나 다른 사용

트위터 홈페이지(www.twitter.com)에 접속한

자에 의해서 리트윗 된 자신의 게시물 목록을

후 페이지 우측에 보이는 Sign Up 버튼을 클릭
Tweets/Retweets, 마음껏 즐기기

하면 가입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
다. Settings 아래의 Profile 탭에서는 사진을 변

보여준다.

자신의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경할 수 있고, 본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Bio를

step3

하면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게시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트위터 입문자

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관심 있는

할 수 있는 공간이‘What’
s happening? ’
이란

들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다. 팔로워를

분야를 언급한다.

문구와 함께 페이지 중간에 보인다. 여기에 입

늘려 나가고 트윗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수준

력하는 메시지가 본인의 트윗(tweets)이 된다.

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욱 부가적인

Following/Followers, 익히기

자신이 게시한 트윗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중에는 트

가입을 완료했다면 이제 자신이 팔

모두 공개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리트윗하

윗 검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해시태그 #, 리

로우(follow)할 사람들을 찾아보자.

는 팔로워가 있다면, 그 사람의 팔로워들에도

스트(List) 메뉴를 통한 팔로워 그룹 관리, 페이

누군가를 팔로우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열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다. 이것이 트위터의 메

스북이나 스마트폰과의 연동 등이 있다. 하지

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자신의 홈페

시지 확산 원리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

만 급할 건 없다. 지금은 트위터와 친해지는

이지로 배달되도록 리트윗(retweet) 할 수도 있

이는 다른 이들의 트윗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것이 중요하다. 일단 시작해 보자. 140자가 만

다. 팔로우할 사람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

대면 해당 트윗에 댓글을 달 수 있는 Reply 버

드는 소셜 네트워킹의 매력에 빠지는 건 시간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Find People 메뉴를 클

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우

문제다.

릭하면 사람을 검색하기 위한 새로운 창이 열

측을 보면 @ 표시와 함께 보이는 사용자 이름

린다.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팔로우하는 경우

아래로 Direct Messages, Retweets라는 명령어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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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KAIST 경영대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 핵심인재들을 위한 KAMCO-KAIST FNLP(KAIST Financial Leader's
Program, 금융 리더 과정)를 신설했다. 이는 노정란 동문(EMBA 07학번, KAMCO)의 소속 부서인 인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리더십, 조
직경영, 경영통계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KAMCO의 최연소 부장 승진’
,‘여성 최초 인사부장’
이란 타이틀을 지닌 노정란 동문을 만
나보자.

열린 지성과 감성을 지닌 인재 양성,
KAMCO-KAIST FNLP에서 답을 찾다
정을 통해 경영전략 및 혁신에 대한 지식 습득

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은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

아찔하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 그 이상으로 많

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학우들과의 폭

은 것을 배웠기에 참 감사한 시간이다. 물론 수

넓은 대화를 통해 부서간의 소통까지도 활발

업을 통해 얻은 지식들도 큰 자산이 되었지만

해지길 기대한다.

가장 큰 수확은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

이번 과정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경영진
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개설할 수 있었다.

어나가는지를 학습한 것이다. 이는 특히 인사
부장인 내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역량이 곧 조직의 역량’
이란 마인드에

KAMCO 인사부장 노정란 동문(EMBA 07학번)

서 비롯된 것이다. 인력을 키우는 것은 5년, 10

EMBA 졸업 당시‘우수연구상’수상

년, 그 이상이 필요한 중장기 전략이다. 공사에

EMBA 전공의‘현장적용프로젝트’는 학업과

서는 최초로 시도된 KAMCO-KAIST FNLP는 인

업무를 병행한다는 강점을 살린 교과목이다.

재 양성의 철학과 중장기전략, 조직 전체의 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소속 기업의 현안에 적

원, 리더들의 인력개발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

용함으로써 지도교수진과 함께 실제적인 해답

랑스러운 자산이다.

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영걸 교수님의 지도 하
에‘인적자산과 지식자원의 연계를 통한 조직

KAIST 경영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뢰

역량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

KAMCO-KAIST FNLP의 개설 목적

정보학 박사 경력이 있었지만, 그 동안 쌓아온

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였던 만큼,‘우수연구

회사 업무에 바쁘다 보면 자연히 배우고 익히

인사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을 정리하고

상’
이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자신을 소모하는 과정

싶어 KAIST 경영대학 EMBA에 지원했다. 평소

에서 평생학습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갖고 있던 신념처럼‘지성, 감성을 열어두고

KAMCO-KAIST FNLP는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

배우기 위해’최선을 다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후배들에게 말하고

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사 핵심인재들이 평

EMBA 재학 중 KAIST 교육프로그램에 대

싶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자신보다는 세상의

생공부의 필요성과 즐거움, 스스로 학습하는

한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학생들을 향한 교수

가치에 중심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방법을 익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진의 열정, 전공사무실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

최종 관객은 본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현재 KAMCO에서 자체 선발한 대리, 차장

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런 과정을 통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급 핵심인재 30명이 경영경제 및 전략, 리더십

번 교육을 받는 동료들도 그 감동을 공감하리

그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이

과 조직경영, 마케팅, 회계 및 기업재무분석,

라 생각한다. 물론 학업과 업무 모두에 최선을

필요할 것이다.

경영통계 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런 과

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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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S를 포함해 한국에서 출시되는 삼성전자 휴대폰 S/W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희덕 동문(KAIST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
과정(ATM)).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운 개발 영역을 구상하는 개발자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신입사원에서 임원이 되기까지 20년, 그를 성공으로 이끈 에너지가 무엇인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실히 몰두하고 긍정으로 가다듬어,
열정으로 올라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시간들

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을 목표로 노

1990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현재

력하는 후배들에게‘성실’
이란 키워드로 당부

상무 위치에 오른 김희덕 동문은 지난 20년간

의 말을 전했다.“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야

끊임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로 크게 세 가

합니다. 현재의 하루는 큰 차이가 없지만 20년

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열정과 체력으로 만드

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는‘에너지’
, 두 번째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로

동일하게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매달 책 2권을

임하는‘마음’
,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읽은 사람과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머리’
이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

480권의 간극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

게 갖춰져야 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서 대화를 한다면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을 것입

노력해 왔다고 한다.

니다. 개인 블로그에 비유해보면 한 사람은 재

그동안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

미없는 블로그이고, 한 사람은 읽을거리가 많

었던 시기가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극복했는

은 재밌는 블로그가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지 물었다.“개발 부서에서 일하면서 늘 3~4년

성실하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

삼성전자 상무 김희덕 동문(ATM)

첫인상의 차분함과는 다르게 인터뷰를 진

해보면 힘든 순간을 오히려 즐겼던 것 같습니

행할수록 열정적인 기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마음먹기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똑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모습이 성공적인 회사 생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렵게 끌려가면서 할 수

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이

활을 지속시킨 원동력이란 생각이 들었다. 앞

도 있고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

뤄도 뭔가를 이룬다”
고 김희덕 동문은 다시 한

으로도 기업의 핵심 리더로서 김희덕 동문의

금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고지에 올랐기 때문

번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할과 활약을 기대해본다.

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항

IT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그려보다

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

지난 학기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해야지요.”

을 수료한 김희덕 동문은 수업을 통해 IT 분야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에 관한 지식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내

직원을 뽑을 때도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용을 접할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눈여겨보다고 한다.“어느

다.“인맥에 있어서도 저와 다른 길을 걸어온

책에서 보면‘목소리 큰 놈이나 밥 빨리 먹는

다양한 분야, 계층, 학계 교수님들과 좋은 만남

놈을 고르라’
고 했는데, 이것이 다 열정을 갖

을 이뤄 향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Frontier _ Autum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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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강기선 기자

멘토링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멘토와 멘티 역할을 담당한 선·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등의 지속적인 교류는 당사자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
자체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 기업, 단체에서는 이와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휴먼 네트워크의 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
부적인 매뉴얼을 자체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먼 네트워크의 힘
멘토링, 사람으로 사람을 키운다
멘토링의 도입과 그 효과

멘토(Mentor)란 말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
다.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장차 훌륭한 통치

회사의 비전, 가치관, 조직문화 강화 및 유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인재의 육성/유지

조직 차원

구성원들의 학습 촉진
지식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행동을 가르쳐 주고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멘토였
다.(Wilson & Elman, 1990 : Hunt & Michael)

새로운 지식/기술 확보 가능

오늘날 멘토링은 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집단에서 유행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멘토

처럼 번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160개 기업 대
상 설문에서 47.5%(Job Link), 대학생 450명 대상 설문에서
43%(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멘토링을 도입했거나 경험했다

회사로부터 인정과 보상

개인 차원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노하우 습득

고 한다. 기업들이 멘토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효과가 조직 차원뿐만 아니라 멘토나 멘티 개인
차원에서도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이뤄지는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스킬 향상

멘티

회사 생활에 대한 자신감
경력 개발 및 시장 가치 향상

축되어 있을 정도로 멘토링에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

특히 연용흠 씨와 신용범 씨는 사내에서도 유명한 멘토,

되고 있을까? 신입사원의 조기 전력화 및 기존 직원들의 조직

멘티다. 두 사람은 연용흠 멘토가 근무하는 DM(Digital Media)

활성화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LG전자는 지정

마케팅 그룹에 신용범 멘티가 부서 이동을 해오면서 멘토링

된 멘토와 멘티가 하루 동안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1년간 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장과 가까운 일을 오래해 온

속적인 교류를 맺는 방식으로,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 진

신용범 멘티는 현재의 지원부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

행과정을 볼 수 있고 실시간 피드백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

다고 한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연용흠 멘토였다. 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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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토링을 도입했다

흠 멘토도 현장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신용범 멘티보다 2년
먼저 현재 부서에 배치되었고 그간 쌓인 노하우를 신용범 멘
티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연용흠 멘토는 일단 현장 부
서에서 하던 일과 지원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나열하고 이
에 따른 R&R(Role and Responsibility)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설명했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그간의 업무에 대해
신용범 멘티가 정리하여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10

국내 16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Job Link)

47.5%
47.5%

개월이 지난 현재 신용범 멘티는 부서에서 청출어람을 몸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한다. 평소 이력서 작성에

실천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며 연용흠 멘토는 본인을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원유민 멘티는“이력서 작성에 대한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며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이들은 향

조언을 구하자 지극히 개인적인 멘토 본인의 이력서를 참고

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험을 발판삼아 조직 활성화 관련 내

용으로 내어주셨다”
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나타냈

부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고, 하태규 멘티의 경우“외국계 회사 취업에 관심이 많았었
는데, 멘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적을 직접 멘티들에게 선물해 주
셨다”
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본교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한마디를 부탁하자“멘티 입장에
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멘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
라며 멘티의 적극성과 커리어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의 필

> 환하게 웃는 연용흠 멘토(왼쪽)와 신용범 멘티, 두 사람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가까워 졌다.

요성을 강조했다.
멘티 원유민
(테크노 MBA 10학번)

KAIST 경영대학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하태규
(테크노 MBA 10학번)

KAIST 경영대학은 연구 중심의 학풍을 자랑하지만, MBA 학
생으로서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
러한 취지에서 경영대학은 2005년부터 6년간 졸업한 선배와
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총 27개의 멘토
링 팀이 활동 중이고, 이 중 가장 열정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멘토 최크리
(테크노 MBA 02학번)

있는 원유민(테크노 MBA 10학번), 하태규(테크노 MBA 10학
번) 학우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두 학우의 멘토는 현재 E&Y에 재직 중인 최크리(테크노

인생이란 여정의 내비게이션

MBA 02학번)선배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할 때에는 최크리

여행 중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가고

동문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교류를 했으나 추

자 하는 방향을 찾곤 한다. 하지만 삶이란 여정에서는 길을

후 최크리 동문이 한국에 오면서 여러 번의 만남을 직접 주선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되돌리기 늦어버린 경우
가 많다. 멘토링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

맨토링을 경험했다

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물론 본인의 명확한

대학생 450명 대상 설문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표의식과 끊임없는 노력은 필수요건일 것이다. 주위를 돌

43.0%
43.0%

아보자. 당신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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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글 _ 손지연 기자

2001년 12월 초, Enron 파동 이후 기업의 환경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센터)는
1998년 환경경영정책 MBA와 함께 환경경영정책 연구센터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렀다. CSR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이승규 교수를 만나보았다.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책임을 논한다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 연구,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근사 측정치

연구 교수 1명을 포함, 전문 연구요원 5명으로 구성된 CSR센

를 개발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 더 큰 가

터는 KAIST 경영대학 내 연구센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치를 창출해 내는지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

다. 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후변화전공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대

들이 많다는 것도 CSR센터의 특징이다. 안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테크노 MBA와 금융 MBA가 합동으로

병훈 교수를 비롯해 윤여선(마케팅), 백윤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에서 펀드를 받아

석(전략), 이재원(회계), 곽병진(회계), 이병

트랙이 신설되었으며, 그린 MBA, 탄소금융 MBA, 기후변화

태(IT), 김영배(조직), 배종태(기술관리) 교

전공 박사과정으로 이뤄져있다. 5년간 교과목 10개 정도가

수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연차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에 선제적
CSR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많아지길

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정책·금융·경영전문가 및 연구자
양성에 공헌할 것이다.

한 리더십 관련 서적을 보면‘덧셈의 리더’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장 이승규 교수

올해 3기 학생을 맞은‘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역시

와‘뺄셈의 리더’
가 있다고 한다. 모든 리더와 구

CSR센터의 관장 영역이다.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

성원들의 상호교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으로 하며, 일부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영 전문 교육 과정

관계는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으로 일종의 미니 MBA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컨설팅,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거나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특히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측정하는
툴을 만들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가장 큰 성과다. 기업이 수익
을 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만
드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환경적 코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 지표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손익계산
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공헌
도를 재는 일반적인 틀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아름다
운 가게’같은 사회적 기업이 기부 물품을 판매해서 재사용
을 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든지, 재활용 문화를 창출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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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구성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덧셈의 리더인 것이다.
CSR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덧셈의 미학이
실현될 것이다.

도 한다. 구성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덧셈의 리더인 것이다. CSR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덧셈의 미학이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 KAIST CSR센
터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CSR센터)

■

Supex 경영관 S413

■

전화: 02-958-3637

Inside Zone

Student Club

글 _ 신재욱 기자

치열했던 하루가 끝나고 스터디룸에서는 조별 과제 모임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 한 강의실은 맑은 기타 선율로 물들기 시작한다.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여섯 줄의 선이 만들어내는 공명은 강의실을 온기로 채우기에 충분하다.

캠퍼스의 낭만을 연주하는
KAIST 기타 강습 동아리
초보자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개별 레슨

KAIST 경영대학의 기타 강습 동아리 KGS(KAIST Guitar
School)는 경영공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종길 학우에 의
해 올해 3월 창립됐다. 현재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인 그는 사관
학교에서도 밴드 활동을 주도했을 정도로 기타 애호가다. 자
칫 딱딱할 수 있는 분야인 경영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여유를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는 이종길 학우. 처음 네
다섯 명 정도의 신청자를 기대하고 낸 모집 공고에 마흔 명
이상이 몰렸을 때에는 본인도 놀랐다고 한다. 현재 스무 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회원들 대부분은 기타를 처음 접한 이
들이지만, 열정만큼은 여느 사회인밴드에 뒤지지 않는다.

기타를 매개로 서로의 감성을 풍부하게 채워가는 곳.
KGS는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강도 높기로 유명한 KAIST 경영대학의 학업 일정 속에서
도 레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진다.

‘Let it be’이후에는 Jason Mraz의‘I’
m yours’
라는 곡

이 시간에는 기타의 명칭과 잡는 법, 그리고 코드 구성에 이

을 연습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은 만나지 못한 미

르기까지 초보자와 유경험자 모두를 위한 개인별 강습이 이

래의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할 때 들려줄 거라며 웃

루어진다. 창립 시부터 활동한 회원의 경우 대중가요 한두 곡

는다.

쯤은 무리 없이 연주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일정 수

이런 이들이야말로‘감성 경영’
이 화두가 되고 있

준에 이른 회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곡 위주로 개인 레슨

는 현대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아닐까? KGS 회원들

이 이루어진다. 바쁜 일정이지만 동아리 회원들은 정규 강습

의 연구실 자리에는 수북한 경영학 교재와 함께 기타가 놓여

학원에서처럼 제공되는 체계적인 레슨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이성과 감성의 간극을 기타 선율이 팽팽히 이어주고 있

있다.

는 것이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기
타를 매개로 서로의 감성을 풍부하게 채워가는 곳. KGS는 경

이성과 감성의 간극을 이어주는 기타 선율

영대학 캠퍼스에서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내면 깊은 곳의 감성을 손끝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KGS 회원
들. 경영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인덕 학우는 논문, 교
재에 파묻혀 살다가 뒤늦게 기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대부
분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KGS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타를
처음 잡아 본 그는 현재 비틀즈의‘Let it be’
를 연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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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Exhibition

글 _ 원용준 기자

Technology, Management & Art
학기 중 바쁜 학업 일정 때문에 SUPEX 경영관 2층 갤러리에 전시되는 예술 작품을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방학은 보다 여유롭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여름방학에는‘UNEXPECTED DRAWINGS 2005-2010’
을 주제로 한 홍범 드로잉 전(2010. 6.1~7.15)과 개를 주제로
다룬 구교수 작가의 회화전(2010.7.16~9.15)‘DOG SERIES’전시가 있었다.

100% 감성 충전, 지난 여름날에 만난

Unexpected Drawings & DOG SERIES
무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
UNEXPECTED DRAWINGS 2005-2010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불편한 자화상,
DOG SERIES

홍범 작가는 UNEXPECTED DRAWINGS은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자
신만의 공간과 시간의 내면적 통합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작가의 기
억 속 이미지와 현실 속 시공간의 결합은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몽환적인 환상을 갖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무의식 속 공간 안에 또 다
른 감각을 깨우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마치 영화 <인셉션>을 보는 것
과 같이 또 다른 세상 안에 제3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작품을
통해 유도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구교수 작가의 작품 주제는‘개’
이다. 구
교수 작가는“나에게 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 자신의 불편한
자화상이며 늘 불안을 품고 사는 젊은 작가들의 상징물”
이라 밝히며
개를 주제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작가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개
에 대한 연민과 젊은 작가들의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
견해 개를 주제로 이러한 현실성을 표현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작품의 화풍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구교수 작가는“초기에는 아크릴
을 사용한 팝아트의 형식을 빌려 가볍고 재미있게 주제를 표현했고,
최근에는 유화를 사용한 다양한 터치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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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전공 공부를 보다 심도 있게 하거나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얻는다. 그리고 동아리 회원끼리 합심하여 공모전에 참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하며, 복수학위를 마친 후 현지 취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따로 또
같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과외 활동을 살펴보자.

따로 또 같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멋진 팀워크로 이룬‘코리아리재보험’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제10대 KAIST 경영대학 총학생회 선출

임동한 학우, 일리노이 복수학위 후
현지 KOTRA LA KBC에 취업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코리아리재보험 공모전에서 신주용,
박영진, 장오현, 황우석(금융 MBA 09학번) 학우가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신주용 학우는“변석준 교수님, 현정순 교수님,
금융 09학번 동기들의 도움과 다양한 전문 분야를 경험한 팀
원들 덕분에 멋지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0월 KAIST 경영대학을 위해 1년간 활동해 줄 총학생회
장에 구윤모(테크노 MBA 10학번), 부학생회장에 윤재호(경영
공학 석사 10학번) 학우가 선출됐다. 총학생회장 구운모 학우
는“1년의 임기 동안 서번트 리더십의 마인드로 여러분께 다
가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고, 부학생회장
윤재호 학우는“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설을 통한 자유
로운 소통, 즐겁고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MIN(Marketing Insight Navigator)

BSC(Business Strategic Consulting)

SBC(String Business Club)

참신한 아이디어로‘대명리조트 마케팅
아이디어 챌린지’최우수상 수상

동아리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소니코리아
대학생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이 만드는 서정적 감성

마케팅 동아리 MIN 하승진, 백경욱, 강형민(테크노 MBA 10
학번) 학우가‘워터파크 비수기 및 주중 매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제2회 대명리조트 마케팅 아
이디어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동아리 BSC의 이재완, 최형조(테크노
MBA 10학번), 고석태(정보미디어 MBA 10학번), 김민성(경
영공학 석사 09학번) 학생이 제16회 소니코리아 대학생 공모
전‘Dreamers Championship’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임동한(테크노 MBA 09학번) 학우가 일리노이 복수학위 과정
을 마치고,‘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LA KBC(Korea
Business Center) 마케팅 부서 Project Manager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임동한 학우는“미국 현지에서 KAIST와 일리노이 프
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입사하게 된 것 같다”면서“앞
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KAIST 후배
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매주 목요일 KAIST 경영대학 캠퍼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
율로 가득 차오른다. 구윤모, 이영민(테크노 MBA 10학번) 학
우 지도 아래 열심히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학생, 교직원 등
15명의 SBC가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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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

Campus Event

2010 Job Fair 개최
국내 경영대학 중 유일하게 우수 기업체가 직접 본교에 방문하여 채용 설명과 현장 면접을

학업우수상 및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하는 Job Fair 행사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나흘간 본교 최종현 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지난 10월 8일 KAIST 경영대학 학업우

9번째를 맞는 본 행사는 제조, IT, 금융, 컨설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총 32개의 업체가 참여했

수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SUPEX 경

으며, Resume Clinic과 Mock Interview로 시작하여 마지막 기업부스 행사를 마칠 때까지 재학

영관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2010년 봄

생들과 기업체 담당자의 채용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취업을 앞둔 김민호 학우(테크

학기 평점 4.0 이상에게 수여되는

노 MBA 09학번)는“평소 컨설팅 업계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Highest Honor에는 경영공학 권경윤

행사를 통해 현장 면접도 하고 담당자와 입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

학생 외 52명이, 평점 3.9 이상에게 수

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여되는 High Honor에는 경영공학 고

행사에는 다수의 기업에서 임원진들이 직접 방문

병준 학생 외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주관했으며 SK

외에도 테크노 경영대학원 강정훈 외

건설 이용석 전무와 전략 컨설팅 업체인 이언

115명의 학생이 MBA 장학생(학업우수

그룹의 기정 대표 파트너가 직접 본교를 방문

상 중복 수상 포함)을, 해외 학회에 참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본 행사의 위상을

가한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느낄 수 있었다.

해외학회 논문상은 경영공학 김형태

>

학생 외 17명이 수여 받았다. Dean’s
>

추석 간담회 및 격려 선물 지급

KAIST Business School

마 경영대학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교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 KAIST 경영대학 서

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울캠퍼스는 교내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업무,

번 학기부터 Highest Honor와 High

학생 식당 등 학교와 학생을 위해 맡은 바 임무

Honor를 받은 학생들을 Dean’
s List에

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관련 종사원들을

올리고 이 리스트는 한 학기 동안 3층

대상으로 추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190명분의

1, 2호관 연결통로 게시판에 게시된다.

격려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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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을 겸한 이 날 행사는 라비쿠

>

2011학년도 MBA 입학설명회 개최
2011학년도 KAIST 경영대학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

>

이정훈(IMBA 10학번) 학우
1:100 퀴즈 프로그램 우승

회가 8월 21일 KAIST 서울 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개최

지난 9월 26일, KBS2 TV 퀴즈 프로그램 1:100 프로그램 녹화에 출연한

되었다. 온라인 등록을 통해 사전 신청한 500여 명의 예비

IMBA 학생 6명(박창언, 방성환, 이정훈, 최범찬, 최희석, 캐서린) 중 이정

지원자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둘씩 모여들더

훈 학우가 최후의 1인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졸업 전에 특별한 추억을

니 2시가 넘어서는 대강당 좌석이 부족해 뒤에 서서 들을

만들자는 취지로 함께 출연하게 된 IMBA 학생들은 이날 오전 KBS

정도로 참가자의 열기가 뜨거웠다.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에서 진행된 녹화에 참석했다.

라비쿠마 경영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입학설명회

이날 방송은 국제화 특집으로 1인 도전자로는 서울대학교 유학생인

는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소개와 각 전공별 소개 및 질의

잠비아인 켄트 카마숨바 씨와 G20 정상회의 대변인인 손지애 씨(전

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 시간 여의 설명회에서 풀지 못

CNN 서울지국장 및 아나운서)가 출연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7단계

한 궁금증은 별도의 전공별 세션에서 전공 교수, 재학생, 졸

문제까지 혼자 살아남아 최후의 1인으로 우승하게 된 이정훈 학우는

업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

“졸업 전에 동기들과 뜻 깊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한 프로그램에서

은 막연히 입학요강만 보고 알기 힘들었던 준비사항을 구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고 학교에서도 다른 모든 분들이 자기일인 것처

체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이

럼 축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 말하며,“우승 상금은 IMBA 학생들

번 행사를 높이 평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예비 지원자들의

과 의미 있는 곳에 함께 사용할 예정”
이라고 밝혀 우승의 의미를 더했

설문 조사 결과 MBA 진학 이유는 경력 전환이 42%, 경력

다.

업그레이드가 45%로 현재 경력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욕
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경영대학에 진학하
고자 하는 이유로는 훌륭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이 58%로 가
장 컸으며 KAIST 브랜드, 동문 네트워크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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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동문소식

최병로 동문, 우리자산운용 신임본부장 선임
최병로 동문(금융 MBA 00학번)이 우리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대안투자본
부를 겸임하는 신임본부장(상무보)에 임명되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에서 금융 MBA 과정을 이수한 최병로 동문은 한국투자신탁 국
제운용팀, 금융상품연구소, 플러스자산운용 AI(Alternative Investment) 본부장을
지냈으며 우리자산운용의 대안투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해외 자금 국내 유
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힘썼다. 최병로 동문은 지난 20여 년간 자산운용 업계
에 종사하면서 글로벌 부문과 AI부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2010.8.24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0 동문행사 개최
2010년 11월 3일(수) 저녁 7시‘지식과 네트워
크의 파워풀한 재충전소’
로 새롭게 변신한 동문
행사가 KAIST 동문들을 찾아옵니다.

> 동문 간 네트웍 강화의 장

靑, 미래전략기획관에 유명희 동문 내정

‘Homecoming Night’에는 사전접수를 통한 산업별 동문 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MBA 최다동문의 네트

청와대는 지난 7월 15일, 미래전략기획관에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세기

워크 파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

프론티어사업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유 내정자가 과학기술계 현장을 잘

대된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 뛰어난 조정능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기

> 지식 재충전의 장

획관에 적임으로 판단했다”
며“미래기획관이 과학기술계의 여망을 담아 신설된

한국 최초로‘동문 평생 교육’을 통해 전 동문들에게 정규 강의

취지에 맞게 과학자를 발탁한 것”
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동문은 서울에서 태어

무료 수강으로 지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KAIST 경

나 이화여고, 서울대 미생물학과, KAIST EMBA를 졸업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

영대학은 동문행사에서도 차별화된 지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

회 위원, 한국생물물리학회장, 한국유전체학회장으로 일해 왔다. 또한 분자생

다. 이번에는 사전 동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안철수 KAIST 석좌

물·단백질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가진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로,

교수의 특강을 통해 KAIST 동문만이 누릴 수 있는 지식 재충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유네스코 60년에 기여한 60명의 여성들’
에 선정되었

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고, 1998년에는‘여성과학계의 노벨상’
으로 불리는‘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

문의: KAIST 경영대학 마케팅실 정나래

자상’
을 받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과학자로 평가된다.
- 2010.7.15 <아시아경제> 보도

(02-958-3249, nrjung@business.kaist.ac.kr)

www.business.kaist.ac.kr/alumni

김나이 동문,
「ELW 시장의 루키, KOBA워런트 완전정복」출간
김나이 동문(테크노 MBA 06학번)은 윤혜경 동문
(금융 MBA 05학번)과의 공저「쌩초보 ELS·ELW
황금수익률 따라잡기」에 이어, 두 번째 저서
「ELW 시장의 루키, KOBA워런트 완전정복」을
출간했다. 김나이 동문은 한국투자증권 DS(Derivatives Solution)부 마케팅팀 팀장으로, 현대카드
에서 일하다가 테크노 MBA 과정을 거쳐 2007년
부터 한국투자증권에서 ELW·ELS 마케터로 일
하기 시작했다. 연간 20회 이상 워런트 투자자 교
육을 진행하는 등 워런트 바로 알리기에 열성적
이며, 현재 이데일리 TV에서 <즐거운 ELW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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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Business School

경조사 및 승진, 창업 등의 모든 동문 소식은 동문 홈페이지에
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Notice

발전기금

>

KAIST 경영대학에 귀한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 연구와 인재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DONATION

발전기금

개인
기부

기업
기업
기부
기부

단체
기부
단체
기부

권행민, 김근영, 김진혁, 김현준, 박인서, 양우생, 오종원, 윤미자, 이규성, 이근우, 임효만, 주현, 추규정, 한상철,
황 일

㈜국민은행, ㈜나모인터랙티브, ㈜루트앤루트, ㈜밸류원, ㈜에이케이아이에스, ㈜엘지디스플레이, ㈜제일기획,
㈜GS리테일,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맥쿼리증권㈜,
맥쿼리코리아오퍼뮤니티즈운용㈜, 맥쿼리파이낸스코리아㈜, MACQUARIE BANK LTD,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에쓰-오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AIM 31기
권문학, 김규성, 김성환, 김승용, 김양진, 김주완, 김준배, 김태천, 김형기, 김형정, 김호영, 노항덕, 도정원, 박순철,
박찬영, 서재우, 성영두, 손상해, 손정선, 심재승, 안재현, 염민경, 오관준, 유용성, 윤장석, 윤지훈, 이갑원, 이규봉,
이용호, 이주하, 이준혁, 임시규, 장우익, 전원배, 전태영, 정병헌, 정이모, 조성구, 최광주, 탁정욱, 하삼철
AIM 32기
권남건, 권붕주, 권오문, 권오병, 김견, 김민영, 김성국, 김세은, 김시환, 김학용, 김형석, 김형태, 노규석, 류호영,
마영남, 문용규, 박대병, 박종식, 박평렬, 서명석, 서태열, 설정선, 성익경, 신일재, 양해진, 윤승철, 이강수, 이병로,
이봉형, 이수찬, 이연재, 이은정, 이재도, 이지행, 장영수, 장인수, 정두영, 정진국, 정철우, 조영재, 최양수, 최영재,
최윤길, 최정숙, 최종국, 최종락, 최준석, 최흥병, 황승규, 황요성
ATM 14기
김상배, 배명수, 정승규, 이범홍, 이소영, 이용범, 정동언, 노연명, 시종규, 권석준, 유연식, 이주영, 장태선, 조재문,
최광열, 박기용, 박형배, 이명복, 박주용, 허훈무, 김명희
ATM 15기
강보영, 권중현, 김도섭, 김선희, 김승겸, 김영욱, 김용덕, 김용원, 김유탁, 김태호, 김한진, 김희덕, 노재민, 노정연,
류혜정, 박길만, 박병옥, 박수완, 박영규, 박지광, 박희봉, 석경협, 신찬식, 심영섭, 왕영철, 유시완, 이경한, 이동국,
이보선, 이상구, 이재용, 이재홍, 이현식, 장재경, 정재훈, 최병영, 황성영
EEWS 최고전략과정 1기
김경은, 김대훈, 김영건, 김유석, 김태오, 박선순, 박성준, 박영덕, 박영일,박흥경, 서주원, 우기종, 이만재, 이영호,
이정호, 임석우, 임영술, 임종만, 전홍범, 정준, 최광식, 최형식, 최흥진, 홍석주, 황민재
EEWS 최고전략과정 2기
강현정, 고영수, 김광중, 김명수, 김재정, 김중식, 김흥수, 남기문, 박명석, 서우덕, 석인식, 신상훈, 안종범, 유경선,
윤을진, 이기덕, 이상욱, 이준원, 이창훈, 이한동, 정회훈, 조명종, 현치웅, 황정태
EMBA 5기
강대성, 고유진, 곽명길, 김래현, 김민정, 김상윤, 김영수, 김은기, 김준성, 노동현, 류종철, 박기동, 박미종, 배재호,
백승호, 송희경, 안구철, 오구일, 윤태일, 이기영, 이동원, 이원재, 이재성, 이정환, 이종열, 이주한, 이호상, 임성연,
정태욱, 최용일, 현창은, 홍경선, 홍광희, 홍원택, 홍지표

동문·발전기금 문의: 정나래 (02-958-3249, nrjung@busines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