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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경영환경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국 MBA에서 시도되지 않은 성공적 시도들이

우리는 항상 도전

경영교육에 있어 도전과 변화는 어쩌면 변하지 않는 과제입니다. 최근의 양상은

있었습니다. 연구실제도, 지도교수제, 그리고 워크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

속에서 변화를

내용적 변화만이 아닌 경영교육모델 자체의 변화 움직임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수·학생·직원간의 긴밀한 chemistry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MBA과정 학

두려워하지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교육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생으로 있을 때나 교수로 있을 때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시스템을 초

않았으며, 일반

경영대학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예민한 MBA의 경우 보다 더 전문성

기부터 과감히 도입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에 대한

경영대학에서 흔히

을 강화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혹은 교육에 대한 교수님들의 애착에 가까운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국과 혹은 타 경영대학과 다르게 하는 한국적 혹은 카이스트적

이 시점에서 우리의 1996년을 회상해 봅니다.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경영대학의 전신인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모델
은 미국의 전형적인 모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영교육

응답하라 1996!

이 KAIST에서 출범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즈음 미국의 경영대학에서는 이

우리는 1996년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국내

미 우리가 오래 전 취했던 방향으로의 변신이 감지되고 있는 점입니다. 회상해

외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배출된 학생들 또한 인

보십시오. 경영을 아는 기술인, 기술을 아는 경영인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시작

정받고 존경받는 인재들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

된 테크노MBA, 수학·통계학·전산·첨단이론을 기저에 두고 T-자형, π(파이)-

습니다.

자형 교육개념을 바탕으로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공학 MBA, 시대를 앞서

그러나 앞을 향한 빠른 성장은 가끔 주변을 돌아보기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무도 앞섰던) 환경 및 정책을 다루는 Green MBA, 정보시대를 여는데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이 우리의 1996을 닮아 가는 점이 있어 우리를 뿌듯하게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기획된 MIS MBA와 텔레콤 MBA 등

만들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신은 어쩌면 우리의 1996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special MBA를 중심으로 경영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 너무 시대를 앞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도전 속에서 변화를 두려

서갔기에 잠시 중단 후 보다 더 큰 모습으로 재탄생한 과정도 있고, 지속적으로

워하지 않았으며, 일반 경영대학에서 흔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왔고, 국내외

성장하며 분야의 리더로 커간 과정도 있고, 변신을 거듭하면서 성장을 해온 과정

다른 경영대학에게 모델이 되기도 해 왔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회피하지 않으며

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또 다시 새로운 경영교육모델로 응답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왔고, 국내외 다른
경영대학의 모델이
되기도 해 왔습니다.

다. 나아가서 변화와 도전을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전된 모델이 제
KAIST의 경영대학은 어쩌면 수요를 뒤따라가지 않고 수요를 이끌고 가는 선도

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신 속에서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변치

자 역할을 자임해 왔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이란 미국에서 시

않는 KAIST만의 가치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작되고 발전된 미국식 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AIST의 경영교
육 모델은 출발부터 미국식과는 달리 많은 부분의 한국적 요소 그리고 카이스트

1996, 응답을 기다립니다.

적 요소가 깊숙이 녹아있었고 그것이 성공의 모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일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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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본질本質을
고민하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 혁신기업으로 알려졌던 소니와 노키아가 몰락하고, 애플
역시 팀 쿡 체재 이후, 성장세 주춤 및 주가 하락의 경고를 받고
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쌓아온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
경영자에게 지속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지속성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여러 구체적 방안이 있겠지만 비즈니스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답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럼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

얼마 전 현실 경영자 분들과 이런 미래 비즈니스
리더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본질로 무장할 미래의 리더
만들기는 기존의 주입식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에 깊은 공감을 하였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연스레 나오게 해야 한다. 가르침을 뜻하는 교육
즉 에듀케이션(Education)은 라틴어가 어원인 이듀
스(Educe)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듀스’는 이끌어
낸다는 의미다. 비즈니스 리더를 교육하기 위해 우
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무언가 넣을 것만을
고집해 왔던가? 우리가 그들에게 넣으려고 하는
그 무엇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공유되
는 미래 개방의 세상에서는 곧 일용품이 될 단편적
인 지식들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
엇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
야 한다.

우선 미래의 리더는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리더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미래의 리더는 자주

이다. 미래에 대한 통찰은 우선 자신을 비우는 겸

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우리는 우리가 교육할 예비 비즈니스 리더가 가지

손에서 시작한다. 비움이 없으면 채움이 없고 현재

감성적인 리더다.

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에만 매몰하여 미래에 대한 예견은 불가능하다.

성공보다는 누구엔가 소중한 리더일 것이다. 다른

마치 사과 속의 씨뿐만 아니라 씨 속에 있는 미래

이 순간 미래의 리더는 지식인을 넘어 지혜인이 되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리더가 좋다. 그

에 풍성하게 만들어질 사과를 내다 봐야 하는 것

는 것이다. 단순한 규칙이나 절차만이 아닌 인간

관심 속에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이다. 미래의 리더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세계에

근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덕목으로 정해진 법칙

않는 無心의 리더십이라면 더 좋다. 진정한 리더는

대한 갈증을 같이 나누는 마당을 펼쳐 주어야 할

을 과감히 파괴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리더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아름다움과

것이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각자의 멋이 스스로

가 진정한 미래의 리더이다. 빨간 불 이라면 건너

능력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휘자 같

배여 나와 맛깔 나는 진정한 미래 리더로 새로 태

면 안 된다는 룰을 깨고 눈앞에 차에 치일 지도 모

은 사람이다.

어나게 하는 그런 교육 말이다.

를 행인을 구해 내는 지혜로운 리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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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래의 리더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내다 봐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비즈니스 본질을 고민하는

또한 미래의 리더는 어떻게 사는 것뿐 아니라 왜

야 한다. 미래의 리더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사람에

리더들의 꿈을 꾼다.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사는지를 더 고민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너무나

있고 주위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에 있음을 스

엮어 그들만의 공통의 멋진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

가진 것이 많아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

스로 깨친 사람이리라. 그렇게 미래의 리더는 주변

래의 리더는 정말 아름답다.

다. 그러기에 마음의 울림이 없는 것이다. 사회가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마음

발전할수록 마음이 아린 주위의 사람이 더 많음을

이 찡하는 감동이 있어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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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박희상 기자

2004년 설립 이후, 3D 모니터 등 3D 영상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던 세븐데이타에게 2009년
3D 영화 ‘아바타’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의식을

한국
애니메이션의 도전,
‘넛잡: 땅콩 도둑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의 첫 시행
기념 차 아동·청소년 160여 명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
‘넛잡: 땅콩 도둑들’(이후 ‘넛잡’)을 관람했다.
이때, 당시 전국적으로 흥행하고 있던 영화인 ‘겨울왕국’이
아닌 ‘넛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참고자료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및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 방송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불러일으켰다

Challenge

공동합작으로 제작한 ‘넛잡’은 1월 17일, 북미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의
잠재력, 그리고 한국의 위치

인내심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때

역 3,427개 상영관에서 개봉되어 미국 박스오피

애니메이션 사업은 부가 사업의 연계가 가능한

극장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이 아직 탄탄하게 갖

스 2위로 등극한 후 개봉 40일 만에 흥행수익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특성을 지니고

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넛잡’은 어떤 의미일까?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넛잡’의 순제작비는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상영 수익뿐만 아니라,

극장 애니메이션에서 3D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

4,000만 달러. 제작비의 1.5배가 넘는 극장 수익

게임, 교육, 음악, 출판 등의 연계 산업에서 창출

는 기존의 인식을 뒤엎고 레드로버는 미국의 디즈

을 올렸고, 이외 부가판권 시장과 캐릭터에서도

되는 수익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작

니, 드림웍스가 양분하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시

높은 성과가 기대되어 총 매출 2억 달러를 넘보

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TV 애니메

장에 뛰어들었다. 4년간의 해외 합작을 통해서 해

는 상황이다. 장르를 넘어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 비디오, 출판, 완구

외에서도 통하는 스토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

의 좋은 선례가 된 ‘넛잡’은 ‘레드로버’사에게도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 아

고, 탄탄한 기획력은 투자로 이어졌다. 콘텐츠 자

큰 도전이었다. 극장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큰 수

니라, 현재 뮤지컬, 게임, 통장, 우표 등 이종산업

체의 퀄리티와 지속적인 투자기반이 받쳐준다면

익을 내지 못하던 한국에서 3D 장편 애니메이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도 큰 경제적 창출을 불러일으킬

을 제작해 흥행시킨 것은 그들에게도 커다란 도

이러한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이었다.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레드로버’사와 캐나다의 ‘툰박스’사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활한 투자가 어

2005년, 호주교포 박세종 감독의 단편영화 ‘버스

려울 수밖에 없다.

데이보이’가 영국 아카데미시상식 단편 애니메이

‘아바타’의 성공과 ‘넛잡’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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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상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 후, 한국에선 박세

레드로버는 원래 3D모니터를 제작하는 ‘세븐데

최근 이러한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한국은 빠르게

종 감독을 영입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한 한국 애니

이타’라는 회사에서 출발한다. 2004년 설립 이

변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입 초기 당시,

메이션을 만들자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

후, 3D 모니터 등 3D 영상기기 전문기업으로 성

한국은 하청 제작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0

도는 2년 만에 끝이 났다.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어

장하던 세븐데이타에게 2009년 3D 영화 ‘아바

년 기준 창작 제작업의 매출이 2,280억 원, 하청

떤 작품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었을까?

타’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제작업이 1,137억 원으로 창작 제작업의 비중이 두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조급증

‘아바타’의 성공 이후, 대기업들이 3D 영상기기

배가량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창작 제작

은 제작기간이 긴 애니메이션 사업의 발전에 절대

산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의 변화를 필요로 하던

업 발전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TV애니메이션 ‘뽀

도움이 될 수 없다. ‘넛잡’이 또 다른 ‘버스데이 보

세븐데이타는 콘텐츠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롱뽀롱 뽀로로’의 세계적인 성공에서 알 수 있다.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넛잡’의 성공은 단기적일

다. 이미 2007년 하드웨어가 필요했던 3D애니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는 기

뿐, 애니메이션 사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장담하기

이션 업체인 캐나다 툰박스와의 제휴가 시작되

존의 강국인 미국, 일본에게 국내외적으로 크게

는 아직 이르다. 영화, 음악, 게임 등 많은 문화 기

었고, 그들은 TV 3D 애니메이션 ‘볼츠 앤드 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200만 이상의 관객

술 관련 산업에서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립’을 제작하게 된다. 그 후 세븐데이터는 레드로

을 동원한 ‘마당을 나온 암탉’외에도 기획력과 완

이다. 또한 다년간의 OEM사업에서의 활동으로

버로 이름을 바꾸고 3D 상업 영상 제작에 본격

성도 높은 스토리를 보유한 작품들이 있지만, 원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이 애니메이션 창작사업에

적으로 나서게 된다.

활한 투자 부재로 해외 애니메이션에 비해 아직

서도 성공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그

미흡한 수준이다.

리고 기다려주는 인내심만이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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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김민기 기자

21세기 국내 IT 환경 변화의 주인공들

LG 등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핸드폰 사업에 뛰

트북 등의 동영상을 TV와 같은 큰 화면에 쉽게 볼

어들었다. 사용자 환경(UI) 디자인 외에도 사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트리밍 장치인 구글의 ‘크

이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와 모양 또한 사람들의

롬 캐스트’, 이처럼 수많은 작고 거대한 IT 기기들

삶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이목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초중반, IT 업계는 핸드폰의

국내 IT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 아이템은?
스마트화, 융합다변화, 감성 시대, 집단 지성 등, 최근 IT 산업의
동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다양하다. 모든 정보 통신 기기가
자동화, 고도화되면서 IT 장치들의 지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상승했고, 다양한 통신기기들이 서로 통합되면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기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고 이롭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IT 산업의 수많은 결과물들은 현대인의 삶에 쉽게
적응했고,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최첨단 IT 기기 없이는 급속도로
변한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크기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전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페블의 ‘스마트 워치’, 구글의 ‘구글 클래

2000년대 중후반은 핸드폰의 기능 전쟁이었다.

스’, 삼성의 ‘갤럭시 기어’와 같이 웨어러블한 스

핸드폰으로 직접 TV 시청을 가능하게 해준 DMB

마트 기기가 IT 산업의 핫한 이슈다. 세계 웨어러

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이를 대표하는

블 시장은 현재 걸음마 수준이지만 점점 연구개발

결과물이다. 2009년 애플의 아이폰4는 세상을 바

이 가속화되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진

꾸는 기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의 붐

입함에 따라 2016년에는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을 일으킨다. 한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격대비

드폰으로 모든 기능이 수행 가능한 아이폰의 등

한정된 기능으로 스마트 기기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장은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2000년대 핸드폰 문

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까지도

자 메시지 전송의 혁명은 아이폰에 비하면 아무것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확실한 기능과 디자인

도 아니었다. 그 이후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각

의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입은 옷과 같은 개

축을 벌이면서 스마트폰 업계는 무수한 발전을 거

념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히 기능만이 아닌

듭하는데, 2010년 4월 애플의 신제품 ‘아이패드’가

패션과 가능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어야 하기 때

출시되면서 ‘테블릿 PC’라는 IT 신시장을 열었고

문에 더욱 고충이다. 그렇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비록 여러 가지 시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삼

만의 독특한 기능과 스타일리쉬한 제품들이 속속

성, HP, 아수스 등이 테블릿 PC 시장에 가세하면

나와서 스마트폰 이상의 차별화된 세상을 열어준

서 미래가 밝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IT 기기

다면 그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영화 ‘아

의 고도의 스마트화는 최근 IT 산업의 거대한 트렌

이언 맨’ 토니 스타크의 천하무적 스마트 수트가

드이고 이러한 결과물로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

스마트 컴 등이 출시되었다. 이중 아이패드와 아

Challenge

이폰 시리즈는 2013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10

2002년,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와 나타난 온라인

대 IT기기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산업,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 그리고 페이

시계와 전화를 동시에 호환하는 ‘갤럭시 기어’가

이기도 하다. 무료이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최대

개인의 힘과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인터넷이

받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다루기 쉬운 UI 디자인이

출시된 지 약 반년이 지났다. 영화에서만 가능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던 다음(Daum)은 당시 국

활성화되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야말로 최근 IT 기기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국내 IT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

기까지,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편

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2009년 ‘아이폰

내 포털의 절대강자였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

그리고 1년 뒤, 2003년 애플의 아이팟(iPOD) 또한

2004년 단일모델로 3,000만 대라는 경이적인 판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세상

리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은 IT 버블과 같은 금

4’가 출시되었을 때의 열광에 비하면 양호하다. 사

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10여 년이 지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전까지 세계 MP3 시장은 삼

매량을 올린 모토로라의 핸드폰 ‘레이저’는 모토로

을 놀라게 한 수많은 IT 기기들이 많았고, 10년이

융 위기를 낳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람들은 이제 ‘갤럭시s5’와 ‘아이폰6’의 출시를 기

지금 현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는 바로 네이버

성의 ‘옙’과 레인콤의 ‘아이리버’가 석권하고 있었

라의 제 2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당시 작은 크

라는 시간은 어쩌면 IT 산업 측면에서 보면 굉장

문제까지 급속도의 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다리고 있다. 불과 21세기 초입부만 해도 이 정도

(Naver)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의 IT,

지만, 동그란 휠 하나로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혁

기와 특별한 내부 디자인이 성공 요인이었다. 물

히 긴 시간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도 많은 IT 신제

듯하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여러 위기

의 변화는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다. PC 시대에서

인터넷 벤처 육성 지원 정책으로 야후, 라이코스,

신적인 UI(User Interface)와 디자인으로 단숨에

론 핸드폰의 두께는 이미 예전부터 뜨거웠던 이

품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3년 전 삼성과 LG

를 낳았지만 새로운 신세계의 개막이라는 점은 틀

모바일 시대로 넘어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엠파스 등 수많은 포털 사이트가 존재했고 인터넷

MP3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되고 현재 부동의 시장

슈였고 이를 단숨에 해결해 버린 것이 모토로라의

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TV, 이는 과거 2D TV와

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주춤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IT 환경이다. 수십 세기를

산업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2002년 10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크기 대비 탁월

레이저다. 모토로라는 그 이전부터 핸드폰의 휴대

달리 3D로 여러 영상을 집에서 볼 수 있게 한 기

이 출시된 후 지난 몇 년간 IT산업의 주가가 많이

거친 인류의 역사에서 지난 10년은 굉장히 짧아

7일, 네이버는 ‘네이버 지식in’이라는 신선한 서비

한 메모리로 당시 주목받았다. 이러한 아이팟의 등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핸드폰을 디자인해왔다.

술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3D 영상은 영화관이나

올랐고,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으며, 국내외

보이지만 IT 산업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

스를 도입함으로써 통합 검색 포털로써의 편리함

장은 곧 애플의 아이폰 신화로 이어졌다. 최근 미

80년대 트랜스포터블 전화기는 무게가 무려 4kg

놀이공원과 같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기술

수많은 IT 기업들이 탄생했다. 이처럼 21세기 초는

다. 지난 10여 년간 IT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꾼 국

과 새로운 기능으로 포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

디어잇이 주최한 ‘ICT컨퍼런스 2014’에서 이종호

로 어깨에 메고 다녀야 했지만 그 이후 1988년에

이었지만 이젠 3D TV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

곧 IT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대표할 수 있다. 언

내외 IT 제품 및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고 그로인

게 된다. 결국 신선한 아이디어로 포털 검색시장에

삼성디자인학교 교수는 “UI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

나온 모토로라의 ‘택8000’은 771g으로 휴대 가능

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시연회를 거친 ‘DTS 헤드

제 다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요새 뜨거운 웨

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고 국내 포털 사이트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

했다. 그리고 1992년 모토로라가 출시한 ‘마이크

폰:X’는 헤드폰 하나로 마치 수많은 스피커로 소리

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잠시 수그러든 IT 열풍을

춘추전국시대는 종지부를 찍는다. 당시 ‘네이버 지

고, 보다 나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손쉬운 디

로택 2’는 획기적인 219g의 가벼운 무게를 선보이

를 듣는 느낌을 나게 해준다. 실리콘 밸리 신생기

또 다시 일으킬 것을 기대해 본다.

2002년엔 한일월드컵 4강이 뜨거운 화두였지만,

식in’은 국내 수많은 포털사이트 중 최초의 ‘소비

자인이야 말로 최근 UI가 취해야할 전략이다”라고

기도 했다. 레이저 이후, 화면이 얇고 넓은 핸드폰

업인 립모션이 만든 손동작으로 컴퓨터를 작동시

국내 포털의 새로운 강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날

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했다. 이제는 단순히 기능만 좋은 IT 기기가 각광

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키는 ‘립모션 컨트롤러’, 스마트폰, 태플릿 PC, 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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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박은정 기자

도전과 열정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그림자, ‘소진증후군’

바쁘게 살지만,
여전히 행복 후진국인 대한민국 현주소

한 때 모 피로회복제의 광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

세계 14대 경제대국.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급

‘소진사회 Surviving Burnout Society’에 살고 있는 우리,

았다. 아침 6시에 기상해 새벽조깅, 영어 학원, 회사

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룩한 결과다. 그러

근무에 이어 운동까지 빡빡한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도전에 지친 당신,
정말 안녕하십니까?

위해 쉼 없이 달린다. 꾸벅꾸벅 조는 버스 안, 집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10년째 OECD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먹고 살만 하지만, 행복

한 지도 모른다. ‘열정으로 피로한 당신’이란 광고 슬

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로건처럼 많은 한국인들은 빼곡한 일정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
된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 OECD 국가를 대

SURVIVING

2014년의 대한민국은 ‘취준(취업준비)공화국’이며,

상으로’(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일하면서 공부도 병행하는 ‘샐러던트(Saladent:

의하면,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

Salary man + Student)’ 열풍이 불고 있다. ‘취

수는 33위로 나타났다. 창설 50주년 맞이 OECD

업 8종 스펙’, ‘금융 5종 자격증 세트’ 같은 단어가

가 발표한 ‘당신의 더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유행한다. 대학가 및 노량진 중심으로 취업 대비

Life Index, 2011)’조사에서도 한국은 행복 관련

다양한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또한, 최근 취업포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털 커리어가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
명 중 4명은 샐러던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부를
‘이직을 위해’, ‘업무상 필요해서’, ‘미래에 대한 불

과유불급 ‘과사용증후군’,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

안감 때문에’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만성피로증후군’( C h r o n i c F a t i g u e

하는 이유로는 ‘자기 계발을 위해’가 가장 많았고,

Challenge
대학생 정택민 씨(25)는 매일 통학길에 에너지음

BURN

- OUT

SOCIET Y

Syndrome)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과사용증후군’

료를 들고 집을 나선다. 빈속에 고카페인 음료가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 기업은 쉽게 잠들지 못한

(Overuse Syndrome)은 말 그대로 신체를 과하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수업과 토익학원, 과외 등

다. 도전과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소진

게 사용해 어느 순간 탈진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

빡빡한 하루 일정을 버티려면 어쩔 수 없이 몰려

시키고 학대한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차

나는 증상을 말한다. 예전엔 운동선수 등 특정 그

오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2잔 이상의 커피는 꼭

별화를 위해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룹에서 주로 쓰였던 의학용어인데, 피로 누적으로

마신다. “4학년이니까 내년 졸업 전까지 취업해야

위해 열심히 바쁘게 산다. 끝을 보아야 만족하고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을 진단하기 위해 ‘소진증후

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방전상태에 길들여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눈

군’과 더불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아무데나 갈 순 없잖아요. 스펙과 학점

에 보이는 결과물로 인정받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편이에요”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회사원 심재영 씨(36)는 최근 같은 부서의 동료가

과 행복과는 행보를 달리한다. 우리가 스스로에

퇴사한 이후, 그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새

소진사회로 대변되는 ‘소진증후군(B u r n o u t

게 한 치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성과주

담당자가 올 때까지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과 더욱

Syndrome)’은 현대 사회의 연소증후군, 탈진증후

의 사회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완벽주의와 콤플

날카로워진 직장 상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야근하

군을 뜻하는 신조어로, 장시간 반복적인 기력 소모

렉스 사이의 모순이다.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는 날이 늘었다. 회사 규정상 그 전날 아무리 야근

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일상

성장과 사회적 책임아래 구성원들이 진정한 발

참고자료

을 해도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한다. 야근이 없는

생활에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증상을 뜻한다.

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

트렌드 코리아 2013, 2014 김난도 외
트라우마 한국사회, 김태형(2013)

날이면 이직을 위해 영어학원을 수강하거나, 어김

197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허버트 프뤼덴버

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구성원 역시 자기 존중,

없이 2, 3차로 이어지는 회사 회식이 있다. 이러한

거(Herbert Freudenberger)가 처음 사용한 ‘소

자기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국가, 기업, 개

'Your Better Life Index', OECD(201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Burnout_
(psychology)
PubMed Health, http://www.ncbi.nlm.nih.gov/
pubmedhealth/PMH0050545/

환경에 지쳐가는 심씨는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것

진증후군’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인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성숙한 고

인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것인지 종종 혼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경영·사회·사회

민이 필요하다.

스러워요. 연애와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스

복지학에서 주로 사용돼 왔다.

N
PA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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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문화가 만연한 사회는 구성원을 위한 발전

Frontier

스로를 되돌아볼 시간도 부족해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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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서정은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기부
01
03

최근 우리사회에서 기부는 계속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 기부와 소액기부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선진국형 기부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기부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소통되고 있다.

Challenge

14

Frontier

02
04

01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왼쪽), 강성모 KAIST 총장(오른쪽)

02

정문술 전 이사장 KAIST발전기금 약정식 사진

03

정문술 전 이사장

04

KAIST 이광형 교수(왼쪽),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오른쪽)

2014년 1월 10일, 리츠칼튼호텔 금강룸에서 215억

는 회사구경은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회사를 대

정 전 이사장의 기부 스토리를 통해 기부는 더 이

원을 기부하는 정문술 전 이사장의 KAIST 발전기

물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경영방침은

상 비자발적이고 일회성이며 충동적인 설득에 의

금 약정식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01년 300억 원

이광형 교수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게 되고 연락

해선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발적으

기부에 이어 두 번째 기부다. 정 전 이사장의 500

처를 수소문하면서까지 그와의 만남을 성사시켰

로 우러나오는 기부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과할 수

억 원이 넘는 큰 기부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자발

다. 이 교수는 제자와 함께 그를 방문하여 이 분야

없는 것이 스토리 즉 관계이다. 연세대학교 사회

적 기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고액기부가 늘어나

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약속했고 어떠한 비용

복지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개

고 있는 요즘 추세를 볼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온

의 요구도 없이 일을 해 나갔다. 이를 의문스럽게

인기부자들의 기부 성향을 연구했다. 물질적 또는

것 일까.

생각한 정 전 이사장의 물음에 이 교수는 “KAIST

시간적 기부를 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가설을

졸업생으로 국가에 빚을 많이 졌으니, 올바른 길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기부기관의 기부 의도 및

정문술 전 이사장의 KAIST 기부는 ‘Story’로 탄생

을 걷는 회사를 도와 잘 되게 하고 경제성장을 일

충성도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된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다. 정

으키는 것이 빚을 갚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

다. 또한 관계의 질인 신뢰와 몰입은 기존 경험만

전 이사장이 KAIST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바

했다” 며 대답했다. 이후 둘은 더욱 신뢰하는 사이

족과 기부기관의 친밀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이오 및 뇌공학과 이광형 KAIST 석좌교수와의 특

가 되었다. 2001년 정 전 이사장은 아무런 혈연관

타났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기부

별한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교수는 1996년

계가 없는 후임자에게 경영권을 내주고 일선에서

기관이 기부 경험자들에게 기부에 대한 만족도와

가을, 우연히 정문술 전 이사장(당시 미래산업 회

떠나면서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싶다며 이 교수와

기부기관의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과 활동이 필요

장)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정 전 이사장의 회사

논의를 한다. 이후 300억 원을 KAIST에 기부하게

하다. 이는 기부자의 충성도로 이어져 결국 기부

경영방침은 ‘기술 중심 개발을 하며 자식들에게

되었고 바이오 및 뇌공학과가 신설되었으며 2014

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기부가 실현되는

년 그의 두 번째 추가 기부가 이루어졌다.

순간까지의 스토리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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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기부를 살펴

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이와 같은 국내소셜펀딩은 전례가 없다. 2013년

이러한 소셜펀딩의 성공사례는 해외에도 찾아볼

개인 기부조차도

보면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

약 400억 원에 이른다. 또 다른 대형 포털인 다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주부 배춘환씨는

수 있다. 영국의 저스트 기빙(Just Giving)과 미국

여전히 일부 계층에

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현대에 이르기까

음 커뮤니케이션도 ‘네티즌과 함께 세상을 즐겁

<시사IN>에서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

의 대표 소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 현재 세계

지 그 사회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반면 우

게 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았다는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

최대 소셜펀딩 사이트인 ‘킥 스타터’를 들 수 있다.

리 사회의 기부는 나눔의 철학으로 발전되지 못하

‘희망해’라는 누리꾼 모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인디고고는 2008년 설립되어 2만 7천여 개 프로

고 개인 기부보다 기업 기부가 많으며 이조차도

다. 누리꾼이 모금 제안부터 진행, 참여까지 기획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젝트를 성사시켰으며 2009년 설립된 킥스타터는

기부에 그쳤었다.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또한 개인 기부 조차

하여 운영하는 점은 자발적인 기부로 손색이 없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

1만 6천여 개 프로젝트에 7만 5천 달러의 모금을

하지만 요즘

도 여전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 이 외에도 눈 여겨 보아야 할 기부 프로그램

니다.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성사시켜 많은 이들의 소망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우리사회의

일회성이고 충동적인 기부에 그쳤었다. 하지만 요

이 있다. 바로 2012년 9월에 탄생한 아름다운 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 7,000원씩 10만

주었다.

기부는 달라지고 있다

즘 우리 사회의 기부는 달라지고 있다. 바로 웹사

단의 국내 최초 공익 소셜펀딩 사이트인 ‘개미스

명이면 되더라고요.” 편지와 함께 현금 4만 7,000

이트,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

폰서’이다. 개미스폰서는 시민들 스스로 막강한

원도 들어 있었다. 처음 이 사연이 기사에 실릴 땐

기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

워킹 서비스)를 통한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개미군단이 되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

단순한 사연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서히 독자들이

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고 개입영역이 아닌 곳에서

다. 단순히 수적인 것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

는 공익 프로젝트에 아름다운 스폰서가 되어 달

반응하기 시작하더니 SNS 메시지, 4만 7천원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선

하고 교환하면서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함께 온 편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 모금

적 기부는 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 독자위원회까지 순식간에 기적으로 바뀌었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부가 우리사회의 한 문화

다. 여기에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동참이 가세되

로 정착되고 있다. 기업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일

면은 다르게 보아야 할 현상이다. 이는 기업 중심

한 주부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되어
제2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듯 보이는
‘노란 봉투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천원’

의 비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소액을

런칭 후 7개월 동안 2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기부하는 자발적 기부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

금, 개미스폰서는 제2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듯

면서 ‘우리가 만드는 기적’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회성기부에서 정기기부로, 비자발적 기부에서 자

나고 있는 것이다.

보인다. 바로 ‘노란 봉투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이를 노동문제나 정치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적 기부로, 다액 소수의 기부에서 소액 다수의

국내 유명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7천원’이다. 한 주부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되어

‘사람’에 관한 문제로 다가갔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로 달라지고 있다. 마음은 열기가 어려울 뿐

네티즌들이 공익단체에 사이버 머니나 물품을 기

모금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1명은 1만 7,500명이

함께 했다. 이는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었다. 그야

열고나면 한계가 없다. 마음을 움직이는 기부로 봄

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주는 ‘해피빈’이라

되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8억 원이 모였다.

말로 마음이 움직인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처럼 따뜻한 우리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회성이고 충동적인

네티즌과 함께 세상을 즐겁게 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는
메시지의 ‘희망해’와 네티즌들이 공익단체에 사이버 머니나
물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주는 ‘해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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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ZONE
글. 최민철 기자

한국 문화 특강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알리다

이 강연은 KCB International Student 전체

고자 했다. 예절 체험 부분에서는 외국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구성하는 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큰 절, 두 손으로 물건 전달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의 송혜경 상임이사

하기 등의 한국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특히 서양 문화와는 차이점이 많은 한국의 예절

회’는 서울시 문화재과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문화를 배우며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깊은 감명

단체로 2005년부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

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 함께 배, 감과

라의 정신과 문화, 한국 5,000년 역사의 본 모습,

같은 한국 과일, 한과, 약식, 수정과, 식혜, 떡 등을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을 전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에 그치지 않고

2014년 1월 28일, 오전 10부터 약 2시간
30분간 KAIST 경영대학의 2014년 봄 학기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강연이
있었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가족들, ‘아시아 청소년 초

이 강연을 통하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이

청연수’ 참가자 등 보다 폭 넓은 외국인들을 대상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그 반응

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해왔고, 2012년부터는 한국

역시 뜨거웠다. 한국을 대표하는 KAIST 경영대학

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진행해오고 있다.

에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 날 강연은 크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

을 가지게 한 강연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예절 체험, 그리고 한

뜻 깊었다.

국 음식 시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프랑스 학생 : 다뉴세문경이 가장 인상적이
었습니다. 그 오래 전에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
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에 매
우 관심이 많은데, 대장경 관련 영상을 보
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한국 선조들의 부처
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노력이 감동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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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은 옛날 선조들의 뛰어난 청동기 기

강연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뜨

술을 짐작하게 하는 다뉴세문경, 현대 기술로도

거웠다. 이전에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부분도 있

재현할 수 없는 성덕대왕신종과 고려청자, 해부학

었지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았으며 그들이

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훈민정음, 한국

알던 그 이상으로 한국 문화에 흥미로운 요소가

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비추어지는 한국인의 정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이하는 강연 후

신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

학생들의 소감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스웨덴 학생 :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
고 저는 모험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국에 와보니 매우 좋고, 특히 웃어른에 대한 존
경심을 표하는 문화가 좋습니다. 이 말을 들
은 한 프랑스 남학생은, 프랑스에서도 웃어른
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기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천
이 잘 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차
이점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필리핀 학생 : 매우 흥미로운 영상들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오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의 풍부
함을 잘 감상하였고, 한국인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
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종대왕을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존
경하게 되었고, 나라와 백성을 향한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에도 감동을 받
았습니다.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 분야에서 크
게 성공할 것입니다. 신종, 청동 거울, 대장경과 같
은 유물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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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취재. 박은정, 박희상 기자

한국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KAIST 경영대

KOICA 개발도상국

학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고, KAIST

금융핵심인력 양성과정
1기를 만나다

출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

MBA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
에 KAIST 경영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VONGSOKUNTHY)
한국에서 공부한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KAIST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KAIST에서 높은 수준
의 교육을 받고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Ha)

2012년 무더운 8월 여름부터 시작된 KAIST의 ‘개발도상국
금융핵심인력 양성과정’이 3월 말을 끝으로 장장 19개월의 대장정을
끝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년 전 KAIST 경영대학이 유치한 후,
한국의 금융 산업을 제대로 알리고, 국가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왼쪽부터 Nurlan, Ha, VONGSOKUNTHY

KAIST 금융 MBA는 필드에서의 분석 능력을 강
화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금융 MBA 소속

영대학을 향한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나타났다.

교수님들이 기업에서의 주요 직무 경험을 가지고

의 이 과정은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 개

4월 말 졸업식을 앞두고 논문준비에 여념이 없는

있어, 학생들에게 현실적 이슈에 대해 깊게 고민

발도상국 금융정책 고위 공무원들이 대상이며, 이

학생들을 만나서 소감 및 근황을 들어보았다.

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

번에는 총 11명이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

니다. (Nurlan)

각자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
드립니다.

금융 MBA과정은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 때문에 단순히 선진금융 기법을 학습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식 외에 금융감독 및 회계전반

현재 카자흐스탄 기획재정부 투자·정책부서장으

에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에 이해도가 높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

로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내 투자환경 조성 및 경

이러한 점이 KAIST MBA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

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의지가 높

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

니다. (VONGSOKUNTHY)

은 편이다.

다. (Nurlan Tursynovich Shokbarbayev, 이하

KOICA프로그램을 통해 오게 되었지만, 모든 수

국내 역시 개발도상국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진출

Nurlan)

업을 한국 학생들과 같이 수강하였기 때문에 한국

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무국 대리를 맡고 있으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러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한편, 이들

며, 재무 및 경제 관련 이슈 분석 및 통화 정책 시

한 점이 KAIST MBA 과정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대상 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적 리더십 제고에 기

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VONGSOKUNTHY

생각합니다. (Ha)

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KOUN, 이하 VONGSOKUNTHY)

국 내 금융시장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졸업 후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

프로그램은 2012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해 정규

연구소, 예측 및 분석 파트에서 5년째 재직 중입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 카자흐스탄의 국

3.5학기와 여름 계절 학기까지 총 5학기, 전일제

니다. 담당 업무는 베트남 경제 지표 분석 및 예측

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화 과정에 기여하

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금융 및 에너지

업무입니다. (Ha Thi Minh Hoang, 이하 Ha)

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맞는 경
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이 되는 금융인
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Nurlan)

금융 세미나,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현장학습,

KAIST MBA과정에 대해 접하게 된
계기와 현 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
엇인가요?

산업시찰, 문화행사 등을 실시해 학생들이 전공

먼저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

는 일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외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보다 크게 다각도

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

의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한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또한 단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국에 다시 돌아와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경험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KOICA

(VONGSOKUNTHY)

각자 나라를 대표해 자기 계발에 투자하고, 약 1년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아시아의 대표적 경영대

졸업 후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베트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만

학인 KAIST 경영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뜨거운 열의는 KAIST 경

(Nurlan)

자 합니다. (Ha)

이 주요 취지인만큼, ‘회계 및 규제’ 및 ‘녹색금융’
관련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 다양한

Frontier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기 때문

저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경제사회 정보 예측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

20

KAIST MBA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저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KAIST MBA과정에서 배
운 학문적, 사회적 능력을 이용해 현재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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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정현식 기자

즐겁고 행복한 그들의 도전,
정보미디어 12학번

조현수, 이용석 동문 인터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떨리고 멋진 일인가.
청마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는 동문이 있어 취재해 보았다.
전국 방방곳곳에 오고 가면서 분주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국 횡단 여행 중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내고 모교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의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

께하고 있는 이용석 동문이 있어서 힘들 때나 기쁠

블로그들은 온라인 상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며

고 다행이 이를 계기로 횡단 시에는 무조건 다음장

때나 언제나 큰 힘을 받고 있고요.

사용자들은 여행을 갈 때, 이 정보들을 손쉽게 정

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숙박을 미리 예

두 번째로는 인력문제인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고

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서적의 경우는 정리

약해가면서 그럭저럭 계획적인 여행을 할 수 있었

급인력을 정말 저렴하게 활용해야 하는 말도 안 되

가 잘 되어 있지만 내용의 자유도 측면에서 지나치

던 것 같습니다.

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불어 IT시장의 기술자

게 떨어져 있죠. 저희 서비스는 이 두 가지 채널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지요. 이러한 환경

장점을 결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

창업을 결심하고 정보미디어 MBA
과정에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2년
간의 학교 과정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을까요?

속에서 좋은 기술자들을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가

으로는 여행 계획 자체를 힘들게 짤 필요가 없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비스에서 자신에게 맞는 여행 테마를 추천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창업가의 역량

할 수 있는 DB를 갖추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교수님들과의 대화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많은 반성과 노력을 동시에

와 창업동기들이에요. 사실 학업과정의 목표는 취

이번 프론티어 테마가 도전입니다.
동문님의 경험과 도전정신은 이번
테마에도 아주 걸맞고 동문님들에게도 많
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문들에게 각
오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 나왔고 정보미디어 전공자들답게 소셜미디어를

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

활용하여 전 과정의 기록을 사람들과 공유하여 의

어요. 사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지

미있는 기록을 만들고자는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

사업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는 문제 같아요. 또한 많은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되었는데요 워낙 짧은 시간에 긴 여정을 감당해야

나눠보는 것은 창업을 떠나서도 자신의 직관을 기

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수님들로부터 상당한 자본금을
투자 받는 등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
여지는데 그만큼 사업 모델이 비전 있다는
얘기겠지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르고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엔젤투자 제의를 받고 ‘그냥 힘내라고

다는 점이고요 그러한 도움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생각해보면 수많은 장소관련 서비스들이 있고 블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니뭐

말씀만 해주신 것이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지 실제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 아닐까 하는 생

로그에는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니해도 교수님들과 동기들 같은 인재가 곁에 많이

로 이루어 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업 시

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어느 때 보다 즐겁

결국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닌 선별과 정돈이라는

있었다는 점이죠.

작 후 종종 김영걸 교수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

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

제가 있을 당시에도 실제로 창업을 하셨고 성공적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

싶네요.

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

으로 EXIT을 하신 한재선 교수님의 수업은 저에게

셨는지 교수님들을 앞에서 사업아이템에 대한 피칭

천(소셜)과 상황에 맞는 선택(테마)인 것을 경험으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창업 후에도 종

(Pitching)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

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종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 후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전원이 투자 참여를 해

업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 창
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기업

한가지 제가 도전을 고민하고 계신 동문 분들께 자
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작을 하시면 동문이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각 분야의 유수 산업에 퍼
져있는 동문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

주시겠다는 메일을 받아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왼쪽부터 이용석, 조현우 동문

창업을 진행 중에 계시다고 들었습
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사업
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보는 양보다는 선별과 정돈이라
는 말이 인상 깊네요! 횡단을 할 당
시 플랫폼이었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보
니 아직도 여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던데요,
보아하니 횡단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4월 서비스 개시로 매우 분주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KAIST에도 창업
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문님의 창업 팀의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수님들의 투자가 저희 아이템의 가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신에 대

반드시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횡단 전 맛보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LA에

한 믿음과 인력채용인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하기

싶습니다.

서 샌프란시스코를 주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과 정말 맞아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요. 큰 준비를 못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수투성이인 환경에 놓이게

다. 당시에는 그냥 ‘막상 가면 다 알아서 된다’ 는

됩니다. 당연히 잘될 줄만 알았던 일들도 제대로

능성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
운 시도를 해온 저의 모습과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창업을 열심히 시작한 저희의 열정에 잠재적인 가
치를 믿어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 큐레이션 서비스 ‘OPEN TICKET’을 준비 중

정보미디어 12학번 동기 분들과 미
국 횡단을 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구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횡단은 어떻
게 계획하게 되었으며, 여행 도중 어떻게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
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실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친한 동기들

식의 안이한 생각을 사실 했었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온라인 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소 정보들을 손

끼리 1달 여간의 연구기간을 헛되게 보내기 싫었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큰 도시를 이틀 만에 여

점 역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신을 압박하게 됩니

앱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 론칭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블로그나 여행 서적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
이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테마별로 저장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

회사를 다닐 때는 할 수 없었던 조금 스케일이 큰

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쉽게 정하지

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꾸준히 회사를 이

저희는 기존의 여행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구들 혹은 여행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여름학기에 미

못해 엄청 고생을 했고 밤에는 모텔을 잡지 못해

끌어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을 정리의 어려움과 검증되지 않은 신뢰도로 보고

고 스크랩하여 장소를 선택하는 불편함과 시간을

국 USC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가는 일정이 있

늦은 시간에 거의 20개가 넘는 숙박시설을 헤매

같고요 여기에는 같이 창업한 팀원과의 신뢰가 큰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편리한 큐레이션 기능과

단축시키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었기에 미국 전체를 로드트립을 해보자는 아이디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여행에서 사전 정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함

소셜이라는 장점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여행 계획들을 테
마별로 쉽게 저장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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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용진 기자

3M의 Innovation Process를 배우다
3M Lean Six Sigma팀 Black Belt(BB),

혁신·변화 관리 과정(AIC) 23기 박종진 동문
올해 KAIST 경영대학의 AIC 과정이 혁신·변화 관리 과정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AIC 과정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기업의 핵심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CEO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다.
2001년도에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00여 명의 다양한 기업의 핵심인재들이 양성되었고,
그 중 300여 명의 임원과 50여 명의 CEO를 배출하였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차세대 리더에게
필요한 혁신과 변화관리 역량을 배양하는 AIC 과정을 수료한 3M의 박종진 동문을 만나보았다.

KAIST 경영자과정, 그리고 AIC과정을 알게 된 계기와 수
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본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자율, 책임, 권한을 가지고 실수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그 실수를 기

MBA와 박사과정(마케팅전공)을 수료하였지만 경영 분야를 더 공부할 생각이

반으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경제 신문에서 KAIST 경영대학 광고를 통해 AIC

그리고 3M은 자사만의 Innovation Proc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VOC를 통

과정을 알게 되었죠. 주변 KAIST 출신들이 분석적이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

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 기술이 축적되어 왔고, 현재 45개의

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여러 대학에 경영자 과정이 있지만, KAIST 경영대

Technology Platform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와

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적용되어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AIC 과정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말씀
해주세요.
당시 AIC 과정 책임교수님이셨던 변정주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기억에 남

3M만의 기업 문화와 더불어, 3M은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의 15%는 ‘딴짓’을 하도록 권유한다는데, 딴짓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어떤 딴짓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 수업 중 부동산 강의였는데, 과정의 전반적인 정리와

업무 시간의 15%를 자신만의 아이디어 형성과 제품 구현을 위해 자유롭게 사

함께 교수님 개인의 경험을 전수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가족과 나

용해도 좋다는 규칙으로 보통 연구소에 많이 적용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들이 하면서, 시간을 내어 잠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주변 시세와 부동

나오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준비된 곳

산에 대한 기회 및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께서 직접 발품을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대박이

들이며 습득한 개인 자산 관리의 Know-How를 배우며, “No pain, no gain”

나는 제품이 많으니까요.

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3M에는 15% 규칙 외에도, 10% 원칙과 30% 원칙이 있습니다.
10% 원칙은 최근 1년 이내에 개발된 신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에 도

과정 수료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30% 원칙은 각 부서가 연간 30%의 매출을 최근 4년

AIC 과정 동기인 40명의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매주 수업에

이내에 내놓은 신제품과 서비스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

서 만나고, 중국 북경으로의 연수에서 같이 숙식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

하는 고객의 Needs에 맞춰 신제품이 출시 및 보완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

았습니다. 회사 사원들과만 생활하다가 타사 중간관리자 이상의 동료들을 만

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3M이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 인적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10% 원칙과 30% 원
칙의 공통점은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을 근간으로 3M이 운영되고 있는

MBA와 박사, 비 학위 과정까지 마쳤는데, 더 공부할 생각
이 있으신가요?

것이죠.

이터’, ‘근성’ 등을 집필한 조서환 박사님을 보면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회

약 75,000여 개의 제품을 3M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인들이 잘 아는 B2C 제품인 청소용품이나 문구류 외에 친
숙하지 않은 B2B 제품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중 제품 중 혁
신적인 제품들을 소개해 주세요.

사에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Connectivity가 중요한 비즈니스 Hot Potato입

Refresh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 학위 과정 같은 단기 과정을 통

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Healthcare 사업부문의 치과제품 사

해 지속적인 Input을 받아 새로운 Output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 하

업 팀에서 나온 장비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치과에서 보

나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에서의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물 제작을 위해 고무인상제를 사용하여 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즘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여러개 가지거나, 비 학위 과정을 여러개 수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Idea Doctor 이장우 박사님과 ‘모티베

“True Definition Scanner”라는 디지털 장비를 통해 간편하고 정확한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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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바꿔 3M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실수를 저질
렀을 때 이를 심하게 비판하는 경영진의 행동은 직원들의
자발성을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
적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3M 초대 CEO 윌리엄
맥나이트의 이야기가 유명한데, 3M에서 다른 기업문화와 차별화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M에서는 사용자의 불편을 덜어 고객 만

한국 3M은 48번째로, 1977년 설립되었고, 현재 정병국 사장님 이전까지는 모

들은 현재 5개의 비즈니스 그룹 중 4개의 그룹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두 미국 3M 본사에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3M의 기업 문화도

그만큼 한국 3M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한국 3M의 성적은 어떤가요?
현재 3M은 73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Top 5
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3M 사장으로 근무하셨던 외국인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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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박혜림 기자

KAIST 경영대학의 새로운 루키,
녹색 MBA 1기를 소개합니다!
활기찬 새 학기의 시작, 유독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KAIST 경영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녹색 MBA 1기 학생들이다.
‘1기’라는 이름으로, 높은 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녹색 MBA 분야의 프론티어가 되고 싶다는 녹색
MBA 1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왼쪽부터 오신근, 윤두수, 박상현, 김경은, 오창화, 정연준(모두 테크노 MBA 14 & 녹색 MBA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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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MBA 1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자 간단한 자기 소개와 KAIST
경영대학의 녹색 MBA에 지원한 동기를
알려주세요.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지만,
녹색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은
모두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녹색 MBA
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하는 ‘녹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

박상현 저는 KAIST 경영대학 진학 전 중견기업 전

박상현 이미 선진국에는 환경 관련 분야에서 새

략실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녹색

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분야가 해외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

학물 등록제(REACH EU)라든지 화학물 컨설팅

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에

(Chemical Management Service)이라든지 유

녹색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녹색

럽에서는 환경 이슈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현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다룬 것 같
아요.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이야
기를 나누어볼까요? 약 한 달간 학교 생
활을 하셨는데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세요?

MBA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비

오신근 저는 KAIST 경영대학에 오기 전에 공군에

즈니스가 흔하지 않은데, 시장에 이런 비즈니스를

박상현 사람들이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아요. 어

서 장교 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리드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떻게 보면 동기들이 모두 2년 뒤에 취업시장에서

사람에 관심이 많고, 동시에 생태학과 자연에 관

요. 이런 환경 관련 비즈니스를 리드할 사람을 창

서로 경쟁자가 될 텐데 서로 잘 가르쳐주고 돕는

심이 많아 녹색 MBA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비즈

출하는 것이 녹색 MBA의 비전이 아닐까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고 협조

니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람을 이

윤두수 맞아요, 그리고 같은 녹색이라도 과정에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롭게 하고 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

따라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녹색정책 과

오창화 저는 랩실 문화가 좋아요. 내 공간이 있다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정책을 만들고, 녹색 MBA는 녹색 사업을 실

는 사실이 안정감을 주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오창화 저는 LG전자에서 핸드폰을 개발하는 연

무에서 실행하고, 녹색경영 분야는 이를 학문적으

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구원으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로 파고 들고 연구하겠지요.

그리는 기획 및 전략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

오신근 저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환경 보호가 공

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속가능 맥락에서 녹색이

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녹색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해 녹색 MBA에 지원하게

MBA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MBA가 지

되었습니다.

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서 프론티어로

김경은 저는 학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세

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신근 저는 Generalist로서는 경영을 마스터하

부전공으로 환경 관련 수업을 많이 들어 녹색 분

정연준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정답이 없

고 Specialist로서는 녹색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

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계 부동산 회사

는 것 같아요. 녹색 MBA의 비전은 우리가 2년 동

하고 싶어요. 학교 생활에서 목표가 있다면 꾸준

에서 일하면서 친환경 인증제도 등 녹색과 관련된

안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다 함

히 영어를 정복하고 성실히 학업 활동을 지속하면

컨설팅 업무도 진행한 적 있고요. 녹색 MBA를 통

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 동아리는 적어도 두 개 이상 참여하는 열정을

해 이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지원

김경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아직 녹색 분야에 대해

통해 청춘을 불살라 보고 싶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저희가 직접 개척해 나가야

오창화 저는 학교의 강의나 세미나 등 다양한 행

정연준 저는 포스코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1기인 만큼 시행착오는

사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녹색

업을 담당했었습니다. 녹색 분야 관련 실무 경험

있겠지만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지요.

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식의

은 있었으나 기본 지식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오창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

범위를 넓히고 싶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

느꼈어요. 때마침 녹색 MBA가 신설되어서 지원

아나 항공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연비강화를 위

를 돈독히 하고 졸업 후에도 끈끈하게 연락하고

했습니다.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업들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윤두수 저는 삼표에서 7년간 업무를 했고 업무 중

이 녹색 관련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녹

김경은 저는 졸업하면 비슷한 업종으로 돌아가게

에 레미콘 사업에서 환경 파괴의 현장을 몸소 체

색 MBA의 비전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

될 것 같은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녹색’을

험했습니다. 석산을 폭파하고 소음과 석분을 만들

스 등 환경 관련 기업 전략에서 방향성을 제공해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2년 동안

어내는 등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환경 파괴

줄 인재를 배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고동락할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에 친환경 건설자재에

정연문 맞아요, 시장에서는 분명 녹색 이슈 관련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일하다가 더 큰 비전

인재들을 많이 원할 거예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

을 갖고 녹색 MBA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기업에서

다. 녹색 MBA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
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해
요. 개인의 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Spring 2014

27

POWER ZONE
글. 김민기 기자

만큼, 매년 Team Building은 신입생 워크숍에서 가장 흥미 있는 부분이다.

팀별 게임이 끝나고 모두 다시 대강당으로 모여 투자 대비 최고의 게임 머니

KAIST 경영대학에는 경영공학 과정과 여러 MBA 과정, 그리고 새로 신설된

를 획득한 팀을 뽑는 시간을 가졌다. 3시간 이상에 걸친 게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책 석사과정을 포함해 크게 11개의 과정이 있는데, Team Building은

모두 지친 기색 없이 자신의 팀이 최고의 팀이라 생각하며 결과를 손꼽아 기

그러한 교과 과정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의 팀이 되어, 그날 하루 동안

다렸다. 사회자가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순서대로 발표하였는데, 선정된

팀별 활동을 하면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팀 구성원 간

팀은 환희를 만끽했다. 본인이 이끌던 팀도 대상을 받아 감격스러웠지만, 누

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찰이 배분되고, 지정된 멘토들이 팀을 이끌며 팀별

구보다 기쁜 건 신입생들이었다. 대상이 끝인 줄 알았던 시상식이 그랑프리

로 게임을 진행해 팀별 게임 머니를 가장 많이 획득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

상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재치 만발 사회자가 대강당을 웃음

로 진행된다.

바다로 만들었다. 결국 시작부터 꾸준히 열심히 임했던 1조가 그랑프리상을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 준비된 도시락을 먹으며 멘토들과 함께 서

받았고, 마무리로 팀원 간에 서로 어깨와 등을 안마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로 자기 소개를 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회에

Team Building이 끝이 났다.

서, 교내 학우들 중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훈훈하게 점심
식사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강당에서 아트리움을 자리를 옮겨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시간
을 가졌다. 아트리움에는 뷔페와 다과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멘토들과 담당자

점심 식사가 끝나고 대강당에서 1시 30분경 본격적인 팀별 경쟁이 시작되었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수고한 신입생들을 박수로 환영해주었다. 담당 선생님

다. 이번 워크숍에도 유머, 재치 만발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KAIST 경영대학

들의 격려사가 있었고, Team Building 베스트 팀과, 베스트 멘토, 신입생 수

을 방문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익숙지 않은 공간과 사람들로 인해 다

상이 있었다. 오늘 하루 워크숍을 무사히 마친 신입생들과 많은 수고를 해준

소 상기된 얼굴로 오전을 보냈던 신입생들은 Team Building 프로그램을 시

담당 선생님과 멘토들 모두 보람찬 하루였다. 상을 받은 네 개의 팀에겐 회식

작하면서 얼굴에 조금씩 웃음빛을 띠었다. 작년에 신입생 신분으로 워크숍을

상품권이 주어졌고, 베스트 멘토와 신입생은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다

경험했던 본인도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유머와 개그에 웃음을 금치 못하였던

과회가 끝난 뒤 다들 2차 회식을 하러 팀별로 움직였다. 2차 회식부터는 자유

경험이 있었다. 각 팀별 조장과 부조장, 팀끼리 준비했던 팀명과 팀 구호를

재량이지만 오늘 하루의 추억이 아쉬운 만큼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원이 다섯 명뿐인 ‘독수리 오형제’팀부터 영화

팀이 많았다.

겨울왕국 OST ‘Let it go’를 방불케 하는 팀까지, 다양한 개성의 가진 팀별

KAIST 경영대학의
새 출발과
새로운 얼굴들
신입생 Workshop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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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 대결을 볼 수 있었다. 재치 만발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물러난 뒤 팀별로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미래

학교 주변을 돌면서 준비된 단합 게임을 하였다. 게임 진행은 선착순으로 먼

를 위해 지금을 살지만, 인간의 삶 중 바로 오늘이 가장 젊은 순간이고 오늘

저 도착한 팀이 먼저 하는 방식이라, 멘토들은 빈 게임 부스를 찾기 위해 바

을 즐기고 오늘 만난 인연이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값지게 해주는 것이다. 비

삐 움직였다. 10여 개가 넘는 게임이 있고, 모두 팀이 하나가 되어 진행된다.

록 하루 남짓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 오늘 만난 인연을 더욱 소

그리고 각 게임을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게임 머니를 받고, 게임을 잘 통과하

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KAIST 경영대학인으로서의 학교생활이 그 누구

거나 팀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게임 사회자 재량으로 추가적인 게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머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각 게임을 하기 전 게임에 필요한 도구와 연
습 시간을 빌리는 데 게임 머니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팀끼리 게임
설 연휴가 끝나고 눈이 내리는 토요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 연

수준을 잘 고려하여 얼마나 베팅할지 신중히 정해야 했다.

례행사인 신입생 워크숍이 열렸다. 날씨 때문인지 예정된 참석자 수보다 실
제 참석자 수는 적었지만, 100여 명이 넘는 새로운 얼굴들이 2014년 KAIST

퀴즈를 푸는 게임도 있었고, 자음 퀴즈, 팀이 하나가 되어 숫자를 만드는 게

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동일 저녁까지 쉼 없

임, 단체 줄넘기, 눈감고 미로를 찾는 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쉬운

이 진행될 예정이라 많은 현장 도우미들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다. 기자 본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눈 내리는 싸늘한 날씨였지만, 추위 속에서 뛰고

인도 워크숍 멘토로 활동하여 신입생 워크숍의 생생한 현장을 좀 더 가까이

서로 당기며 게임을 즐기는 신입생들은 오늘 만큼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볼 수 있었다. 오전 10시,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워크숍은 경영대학 교수진

모습들이었다. 신입생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사회 생활을 다소 경

소개, 이창양 교수의 스페셜 특강, 동아리와 학생회 및 학교생활 소개로 이어

험한 사람들부터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까지 상당한 연령대도 있었지만,

지면서, 오전 타임에는 신입생들에게 KAIST 경영대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

모두 즐겁게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팀별 미팅을 위한 가벼운 멘토 소개와 함께 본

까지만 해도 서먹서먹한 얼굴로 서로를 대했던 신입생들이, 자연스레 웃으며

격적인 2부의 출발을 알렸다.

대화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어느새 서로 음료수와 물을 챙겨주는 든든한 동기

준비한 점심 식사가 있기 전, 신입생 워크숍의 꽃인 Team Building을 위

가 되어있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짬짬이 시간을

한 조별 미팅이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의 주제가 ‘Teamwork, Network’인

이용해 멘토들이 학교 주변 시설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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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파마
Eugene
Francis Fama

로버트 실러
Robert James
Shiller

Eugenies Fama
Franc

편승효과
Bandwagon
Effect
로버트 실러

알아두면 좋을
시사 용어들
이 코너에서는 Frontier의 독자와 함께하여
시사 코너에서 나온 용어를 소개합니다.

Irrational
Exuberance

유진 파마

유진 파마(Eugene Francis Fama)

로버트 실러(Robert James Shiller)

Spirits;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14 전지호

-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13 구병석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 경영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14 최민철

193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이탈리아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Capitalism》 등이 있다.

1996년 미국 증권시장의 과열되던 시기에 당시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터프츠대학교에

economics)의 대가. 1946년 미국 미시간주의 디

서 프랑스어를 전공하여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

트로이트에서 태어나 미시간대학교에서 문학사,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Alan Greenspan)이 사용한 용어이다. 그해 12

고 이후 시카고대학교 부스비즈니스스쿨(Booth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이학석사, 경제학 박

-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14 김령래

월 6일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School of Business)에 진학하여 경제학, 금융학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펜실베니아대학교와 미네

네트워크 외부성의 일종으로 현재 유행하는 상품,

Institute)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증권시장이 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자신의 모교인 시카

소타대학교, 런던정치경제대학교를 거쳐 1982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선택하려는 현상을 의미

성적인 과열에 의해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증가하

고 부스비즈니스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

년부터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

한다.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였고,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게 일본과 같은 장

진 파마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장의 모

다.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유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두 수요의 관계는 양

기 불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영향

든 정보는 즉각 가격에 반영된다’는 ‘효율적 시

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가설의 대척점에 서서 주

(Positive)이다.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이 낮아짐에

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폭락한 바 있다. 이후 이

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을

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은 사회, 심리 등 다

따라 편승효과가 없는 수요곡선에 비해 수요량이

용어는 증시가 과열될 때 그 것을 표현하는 관용

주창하였다. 이 이론은 이후 윌리엄 샤프(William

양한 비이성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비

전반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수요곡선이 보다 탄

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Sharpe)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토대

합리적 판단과 행동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력적인 형태를 가지며 완만해진다. 편승효과와 반

가 되었고 인덱스 펀드(index fund)의 논리적 기초

는 주장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 《비이성적 과열

대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을 기피하는

가 되기도 하는 등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지배해왔

(Irrational Exuberance)》, 《야성적 충동; 인간

현상인 속물효과(Snob Effect)가 있다.

다. 2013년 자산가격의 경험적 분석에 기여한 공

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Animal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 의장 앨런 그린스펀

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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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장가설
테마주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정 의원

한다. 따라서 이 가설에 의하면 차트를 이용한 자

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

의 테마주는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 전부터 존재하

산가격의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으로

다는 점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에는 결함이 있다고

던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공약이 나

는 시장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할 수 있다.

올 때마다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들을 포함한다.

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제적 요인 등을

그 예로, 3월 18일 정 의원이 서울도심 지하차도

기반으로 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EMH에 대한 비판적 시각

건설 사업을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언급하자 특수

에 의한 초과 수익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효

건설은 주가가 하루 만에 전일대비 14.95%가 올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반박 근거들이 많이 제시

랐고, 울트라건설은 13.68%, 한국선재는 5.93%

현재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주

되었다. 일례로, 행동 금융(Behavioral finance)

오른 것을 들 수 있다.

가에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주

분야의 학자들은 이러한 단기의 특성을 심리학

이러한 테마주를 이용해서 단기에 큰 수익을 기대

장한다. 이 가설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

적 피드백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봄 직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테마주에

적 분석으로도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암

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본 투자자

대한 투자를 경고한다. 이러한 테마주에는 가치에

시한다. 하지만 내부자 정보와 같은 비공식적인

들은 주가와 관련하여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비해 과열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후 거품

정보를 이용한 초과수익의 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분석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효과

이 사라지게 되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존재한다.

(Bandwagon effect)에 의해 그 주식을 매수하

테마주 열풍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문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게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

얼마 전 외계인 도민준 역으로 안방을 뜨겁게 달

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자 정보와 같은 비공

는 1990년대 후반 미국 금융시장의 붐을 심리적

군 배우 김수현,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이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이번 기고에

식적인 정보까지 주가에 반영된다고 주장하므로,

전파(Psychological contagion)에 의한 비이성

목을 끌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들

서 소개하고자 하는 개념은 바로 ‘효율적 시장가

이 가설에 따르면 어떤 방법으로도 투자자는 시

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한 것으로

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다.

장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반박들을 요약하면, 인간

받는다면, 그 답이 바로 떠오르는가?

효율적 시장가설이란

효율적 시장가설은 테마주 열풍을 예측하지 않

이 완전히 효율적이지는 않고, 따라서 효율적 시

필자가 제시하는 답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

효율적 시장가설이란, 시장에서 금융자산과 관련

는다.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과거 수익률, 기업의

장가설의 주장도 전부 맞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붙여진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

된 정보가 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다는 가설이

업종, 경영지표 등이 주가에 즉시 반영된 결과라

효율적 시장가설은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주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코스닥 상장사

다. 관련된 주장은 180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지

기보다는 정치, 문화적 요소들이 주가 부양효과

가에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바로 반영됨을 주

로, 최근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국내에

만 1960년대 초에 유진 파마(Eugene Francis

를 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기 때

장한다. 하지만, 투자 의사결정에 합리성만이 작

서 크게 인기몰이를 한 이후, 중국에서도 시청자

Fama)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

문이다. 상장사 대표가 특정 후보와 조금이라도

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사

들 사이에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설에서 언급되는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관련이 있거나, 후보의 공약과 기업의 업종이 조

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비판 받는다. 시장

그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올해 2월 28일, 1,440

약형(Weak form), 준강형(Semi-Strong form),

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

에는 인간의 합리성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비합리

원이었던 키이스트 주식은 3월 12일, 2,870원으로

강형(Strong form) 효율적 시장가설로 구분할 수

등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기대에 기

성이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두 측면을

거의 두 배로 폭등한 이후 일주일 째 2,300원 이

있다.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주식, 채권과 같은

인한 것이다. 즉,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테마

모두 고려해야 보다 정확히 시장을 이해할 수 있

상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가격이 과거의 가격 변동과

주 열풍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시장에는

을 것이다.

울시장 후보는 선거공약을 언급할 때마다 관련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비합리적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알아두면 좋을 학술 개념 소개

효율적 시장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 코너는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학술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신설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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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글. 류성한 기자

<무한도전> 도전의 무한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도전은 값진 성공을 통해서
빛나기도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반짝이는
별이다. 그러나 도전이 더 놀랍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멋진 길로 안내할 때이다.
우리는 이것을
도전의 외부효과라 부른다.

시청자들에게 해당 비인기 종목이 처한 현실과 그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관

되는 기존의 연구 관행을 파괴하며 하나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닌 도전적

심을 환기시키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1일 택시기사가 되어 할당된 사납금

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계획된 우연적 발견’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널

10만 원을 채우는 미션을 수행한 “멋진 하루” 에피소드는 멤버들과 시민들

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사이의 인간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불합리

오디오 비디오 홈 레코딩 시스템인 스피촘 Speeachome이 은행 점포의 직

한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식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누리꾼들

원과 고객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고 자폐아 등의 발달 장애아들

의 추리에 의해 그 내막이 공개된 “스피드특집”은 추격전 미션 진행에 주어

의 치료 기술에 적용되리라고는 연구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진 단서들이 모두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못했던 일이다. 또 새로운 형식의 악기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하이퍼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창조적인 메시지 전달에 성공하며 큰 찬사를 받았다. 이러

Hypercello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이 몸집이 작은 어른이나 어린이를 위한 자

한 일련의 외부효과들이 누적되면서 무한도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

동차 에어백 장치 감지 시스템 개발이나 의료 연구를 위한 무선 보행 분석 장

닌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

비, 야구팀 선수들의 동작 분석에 활용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었다.

것이다. 규칙에 대한 억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추구하는 미
디어랩에서는 이러한 ‘도전의 외부효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라는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의 스토리처럼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이 영향력 있는 외부효과*를

도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꿈꾸는 기업들에게

발생시키는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화 “콘택트”**로 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확실히 0이다.”라는 격언은 SETI 연구진들

리에게 알려진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

이 진리처럼 받드는 그들의 신조다. 수많은 기업들도 도전과 혁신을 외치며

는 전파 망원경에 잡힌 우주의 각종 전파 신호 속에서 특정한 반복 패턴을 보

겉포장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는,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파 신호의 발견을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의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신조에 취해 있는 듯 하다. 도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민간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오랜

전을 장려하지만 엄격한 성과 관리도 함께 독려하며 새로운 시도에 주는 높

기간 동안 소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프로젝트는 1999년 일

은 평가보다는 새로운 실패에 주는 박한 평가가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반인들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신호 분석에 활용하는 SETI@home 프로젝

어떠한 도전의 향기도, 따라서 어떠한 도전의 외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우

트***가 소개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등록

리의 기업들이 <무한도전>의 파격적인 도전에서 SETI 프로젝트의 무모한 도

한 네티즌 수는 전 세계 14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14만 명이 이 작업에 열성

전에서, 또 미디어랩의 자유로운 도전에서 새로운 도전의 자극을 받아 무한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한 도전의 외부효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1960년에 시작되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어마어

본다.

마한 투자를 통해 진행된 이 무모한 도전은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발견을 통
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 인류 발전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선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무한도전의 끝없는 도전과 모험의 결과들

초의 추격전, 최초의 중장기 프로젝트, 최초의 달력 제작 등)을 휩쓸기 시작

SETI 이후 이를 벤치마킹한 프로젝트가 수학, 의학, 기후학, 천체물리학 등의

전국노래자랑, 생방송 연예가중계, 열린 음악회와 같이 고정된 형식의 장수

했으며 이렇게 누적된 ‘최초’의 과정과 결과물들은 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발

다양한 분야에 소개되었으며 SETI@home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

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유행을 따라 1년이 멀다하고 개편되는 흥행 중심의 프

을 내딛는 데에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컴퓨팅 프로그램은 타 분산 컴퓨팅 프로젝트에게 제공되어 다양한 성과를 내

로그램들이 양분하고 있는 대한민국 예능 방송계에서 무한도전의 위치는 독

놓고 있다. (2014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분산 컴퓨팅 프로

보적이다. 어떤 힘이 지금의 무한도전을 이끌어 냈을까? 대한민국 예능 최초

무한도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

젝트는 70개에 이른다.)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무모한 도전이 더 나은

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서 이들이 수년 간 보여준 새로운 형식과

무한도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활용은 이들의 또 다른 도전적 면모를 드러

세상을 위해 멋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의 도전들이라 대답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하리라.

낸다. 경쟁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느라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

무한도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격적인 도전을 감행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는데 실패하거나 사회적 의미만을 쫓으면서 진지함에 매몰되는 사이, 무한도

도전의 외부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MIT 미디어랩****

들이 정해진 포맷을 유지한 채 세부적인 수정을 통해 내용과 형식을 개선해

전은 사회적 이슈들을 자신들의 도전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세련됨

“꿈의 연구소”라 불리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혁신을 통해 웨어러블 컴퓨터

나가는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해 왔다면 이들은 고유의 캐릭터를 지닌 출연

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이 바로 무한도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지

Wearable computer, 전자잉크 e-ink, 기타 히어로 Guitar Hero와 같은 멋

진들만 고정한 상태에서 매 편 연결 고리가 없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진행하

점이다.

진 기술과 창작품을 쏟아내고 있는 MIT 미디어랩은 도전의 외부효과를 적극

는 모험을 감수했다. 매 에피소드마다 차별화된 재미와 의미를 주기 위해 ‘에

봅슬레이나 레슬링, 그리고 조정 프로젝트와 같은 스포츠 종목 에피소드의

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연구 집단으로 1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과 단체

피소드마다 결과물의 편차가 심한’ 리스크를 껴안은 것이다. 결국 이 모험이

경우, 일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멤버들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

들이 이들의 도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 결과물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의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각종 ‘최초’ 타이틀 (최초의 가요제, 최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재미와 감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디어랩의 연구자들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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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
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르는 경제학 개념
**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함
*** 네티즌들이 이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 PC에 설치하면 PC의 유
휴 시간에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처리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의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이 역
할을 하는 것이다.
**** MIT 미디어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마법사들> (프랭크 모스 지
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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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현식 기자

BOOK REVIEW

합리론에 큰 업적을 남기고 물리학자, 기하학자로도 유명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아무리 많아졌다고는
하나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 방대한 매체는 책이라고 본다.
한정되지 않은 공간에 저자가 펼쳐놓은 생각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독서의 시간. 지금 다른 경영대학인들은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

경영공학 박사 조항준 - 정글만리

경영공학 13 김진우 - 부의 기원

조정래의 소설은 단지 그의 상상력으로만 이루어진 허구 허상이 아니라 시대상, 특히 한반도의 근현대

경제,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라 확신하면서 글을 쓴

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소설이다. 그의 지난 작품인 태백산맥이나 한강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

다. 기존의 경제학 시각에 저자의 자유로운 생각 전개가 더해져, 새로운 시각이 탄생한다. 사실 현재의

만 그의 근현대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그의 통찰력에 놀라게 된다. 때문

경제 현상들을 이미 존재하는 경제학 접근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저자의 설명 방식은 어디에

에 그의 지난 작품들도 여전히 많이 읽히고 새로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살아있는’ 작품인 것이다. 조정

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지만 누구나 의심해 보았을 만한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들을 해준

래의 이번 소설 역시 한반도의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다. 책을 읽다 보면 제목이 왜 부의 기원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의 기원’에

20년 동안이나 고민하면서 이 책에 정교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담아냈으니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을

서 제목을 따와 부의 기원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아마 경영대학인들 중에서도 책을 읽다 보면 부도 진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강대국으로

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경제란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 문화이자 트렌드이기

우뚝 서게 되었다.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중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흐름을 소설

때문에 인류와 함께 변모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경제학에서 등

속에 잘 담아내었다고 생각한다. 경영대학인이라면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한시 되어왔던 인간의 행동양식과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꽤나 비중 있게 다루면서 다양한 시각을 복합

이다. 그만큼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데, 이 소설을 통해서도 독자 개개인의 상상력을 풍

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경제학이 탄생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책은 매

부하게 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대한 직관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단 경영대학인에게만 추천

우 두껍다. 또한 책이 독립적인 부와 장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어디서부터 읽어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

하는 도서가 아니니, 다 읽고 나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줘도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4부에서 조직, 전략, 금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다른 장에서는 많은 IT 관련 기업

본인도 아직 3권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에 자

들의 예들도 전하고 있어 우리학교의 어느 학생이 읽어도 흥미로운 주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란 의미에

신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독자마다 풍요롭고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서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경영공학 박사 전병현 -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경영공학 13 조찬익 -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서점에 가보면 ‘인생을 바꾸는…’ 이라던가 ‘10년 후의 미래…’ 하면서 독자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제목

영화 비열한 거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내게 필요

들의 서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들을 많이 골라 읽어보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자신에게 필요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았다. 세계 경제든 뭐든 미래에 관한 예측에는 통찰력과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한 것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터득한

확실히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렇다. 특히나 이 책의 원래 저자는 모건스탠리 emerging

다. 사람이 아주 많은 마트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면 부모님은 결국엔 아이를 이

market 담당 사장으로 있는 Ruchir Sharma 라는 사람인 점에서,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기지 못하고 장난감을 사주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본질은 어른이 되어서도 국가라는 큰 단체의 입장에

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혹시나 이 추천 글을 읽고 흥미를 가져 이 책을 읽어볼 사람들에게 미리 귀

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

띔해 주자면 한국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긍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뿌듯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법말이다. 협상이란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자는 일반적인 국가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각 장은 주로 나라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고 있다. 중국

시작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항목으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

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폴란드와 체코, 터키,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와 나이지리

다. 인정, 친밀감, 자율성, 지위 그리고 역할이다. 이 단어들만 보고는 그 내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

아 등의 나라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의 시각과

지만,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도 완벽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제대로

분석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독자들도 객관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된 협상, 설득의 방법은 자신이 직접 이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늘 이런 책을 접

동시에 병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의 표지에 쓰여 있듯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할 때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가 많이 의심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세계 각국의 협상단체, 정부관리 등을

추적하는 통찰을 얻게 되는 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대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해 나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배울 점이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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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용 교수는 KAIST 화학공학과에서 석사를 수

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의사결정의 대

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뿐만 아니

료한 KAIST 동문이다. KAIST 석사 졸업 직후에는

상은 기업, 산업,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전세계가

라 진로 선택 시에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시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하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이

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2009년 전공을 바꿔 Stanford University에

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파괴, 에너지 및 각

엄 교수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서 남들이

서 과학기술 정책 및 에너지 정책 관련 분야로 박

종 자원 공급 문제에 대해 경영학 연구를 통해 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정부연구소인 Joint

결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할

를 창출하고 남들과는 다른 커리어를 준비하는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에서 근무하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저의 목표입니다.”

Entrepreneur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며 융합연구 관련 경력을 쌓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엄지용 교수에게서 열정과 진심을 느

서강대학교에서의 교수생활을 거쳐 지난 2013년

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엄지용 교수의

꿈과 비전에 대해 묻자, 엄 교수는 밝게 미소 지으

12월 KAIST 경영대학의 식구가 되었다. “저는 원

그 열정도 바로 엄 교수의 이러한 진취적인 마인

며 대답했다. “개인적으로 소박한 꿈은, 모든 학생

래 공학을 전공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더 사회 전

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들이 좋아하는 교수님, 언제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꿈

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문을 통해 더 열정적이고 행복한

엄지용 교수는 KAIST 동문으로서 KAIST 경영대

은 기후정책을 둘러싼 기술 경제적 연구에 있어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공을 바꾸

학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KAIST 경영대학은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연구자가 되는 것이지요.

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엄 교수의 눈빛에서

다른 학교와는 달리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세계 문제에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

현재 연구 분야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풍토가 마련된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AIST

리나라에 꼭 필요한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경영대학은 인류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혁

다.” 끝으로 엄지용 교수는 “녹색성장대학원에 많

관심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신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

는 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 평가 모델링이다. 이는

요. 일반적인 기업 경영연구뿐 아니라 혁신적인

대학원에서 녹색성장대학원을 시작하는 것은 새

기후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감축목표 달

국가 및 세계 경영연구가 가능한 곳이죠. 유연한

로운 시도인데 이것은 KAIST이기 때문에 가능하

성을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

조직구조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고 여러 교수진들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영대학 가족들이 더욱

변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더 성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녹색성

모델로써 기후변화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

대학원이 세워지는 등 경영대학원에서 국가적 세

장대학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으로 KAIST

야이다. 두 번째는 기술경영, 그 중에서도 특히 기

계적인 이슈를 다루려는 노력들이 실제로 이루어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에서 엄지용 교수의 꿈

술 확산 분야이다. 엄 교수는 개발된 기술을 더 빠

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라고 말하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관심을

며 엄 교수는 “혁신성”을 KAIST 경영대학의 최대

갖고 있으며 특히 사회제도 및 지식자본에 대한

장점으로 꼽았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마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다
New Faculty Introduction;
KAIST 경영대학 엄지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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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3월의 어느 날,
녹색성장대학원 소속으로 새롭게 KAIST 경영대학의
일원이 된 엄지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이미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교수님”으로 소문난
엄지용 교수는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
혁신, 세계, 사회, 그리고 미래.
엄지용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이다.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엄지용 교수를 만나보자.

막 세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분야이다. 기

또한 KAIST 경영대학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후변화는 지역마다, 사회계층마다, 그리고 국가마

학생들에 대한 칭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주 훌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취약성 또

륭한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즐겁습니다. 강의

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의

때마다 매번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받고 있어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 변화 적응에 필요한 자원

요. 끝까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나 자기 나름

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대로의 틀을 만들어 새롭게 해석하고 비판하려는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습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죠.”라고 말하며 엄 교수는 훌륭한 학

엄지용 교수의 연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들 덕분에 늘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

들에게 날카로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

고 있는데 이러한 엄 교수의 진취적인 성향은 그

이 조금 더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의 연구철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전세

좋겠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데 가끔은 정해

계적인 문제를 야심차게 해결할 수 있는 경영연구

진 틀 안에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

를 하고 싶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리 학생들은 더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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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KAIST의 자랑할 수 있는 대표축구단으로 성장할

KAIST 영화 클럽

축구동아리 FC KAIST

영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색을 입히고자 하는 영화동아리 회장,
IMMBA 14 김보람을 만나 보았다.

KAIST 경영대학의 건강한 학교문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축구동아리
FC KAIST의 회장단, 김현도(경영공학 13)·서진호(금융MBA 13)
·이동엽(녹색정책과정 13)을 만나보았다.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와 활동계획은?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영화를 정기적으로 보는 편

FC KAIST 회장단으로서 동아리 회원들과 KAIST

인데, KAIST 경영대학에 여러 사람과 영화를 같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볼 수 있는 기존의 모임이 없었다. 영화는 누구

김현도 올해 새로 만들어진 동아리인 만큼 많은

나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는 김에 평소에 만나기

(왼쪽부터) IMMBA 14 민혜린, 김보람, 마이클 이

(왼쪽부터) 녹색정책석사 13 이동엽, 금융MBA 13 서진호, 경영공학 13 김현도

힘든 타 전공 사람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장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학부 시절 축구동아리를
운영할 때, 좋지 않은 실력으로 동아리에 들어와

을 만들고 싶었다. 매주 교내에서 아트하우스 영

화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영화를 보

댄스 영화제의 수상작이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작

회장단이 일찍 구성되고 이미 상당수의 회원이

KMS(Korea MBA Society)에 이미 축구 교류에 대

도 열심히 참여하면 후에 기존 선수들을 뛰어 넘

화를 관람할 계획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

러 갈 때 멀티플렉스 외에 ‘씨네코드 선재’도 고려

품성이 있는데 재미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은 작품

가입했다고 들었다.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한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축구를 좋아하고 관심 있

이면 감상 후에 다양한 시각의 평을 나눌 수 있을

할 수 있다면, 문화를 즐기는 스펙트럼을 넓힐 수

들을 같이 관람할 계획이다. 영화동아리의 첫 모

KAIST 경영대학에 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MBA School 축구 동아리 간에 리그나 토너먼트

는 분들이라면 지금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참여

것 같다. 영화투자 및 수익구조 분석을 위해 학술

있을 것이다.

임에서 관람할 작품으로는 워킹타이틀 사의 ‘빌리

데 그에 비해 운동 동아리가 부족함을 느꼈다. 많

경기는 없는데, 친선경기도 좋지만 정기적인 체육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여자 회원으로 선

엘리어트’를 선택해 두었다. 한 소년의 꿈에 관한

은 한국인들이 축구를 좋아하지만 관련 동아리가

회나 축제 형식으로 경기를 열면 좋을 것 같다. 앞으

수 1명, 매니저 1명이 있는데, 운동 동아리이지만

동아리와의 교류도 계획 중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가볍게 영화를 직접 만들어

많은 예술 매체 중 영화만의 매력은?

영화인데, 자기 꿈을 찾아 다시 학교에 온 MBA 학

없어 FC KAIST를 직접 만들게 되었다. 회장단 모

로 정기적인 경기 및 다양한 이벤트로 학우들을 위

여자 분들도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린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화는 보는 것과 만드는 것이 모두 매력 있는 매

생들과 내용이 잘 맞을 것 같다.

두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에서 학

한 건강한 모임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을 약속드린다.

서진호 함께해요!!!

체이다. 영화는 접근성이 좋을뿐더러, 예술 중에

부를 마쳤는데, 당시 한인 축구동아리에 참가하

이동엽 좋은 사람들과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출발

왜 아트하우스인가?

감정적 이펙트를 가장 크게 주는 매체라 생각한다.

영화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 회원들과

고, 운영을 맡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

타 스포츠와 다른, 축구만의 매력은?

하게 되었다. 소수의 열정으로 잠시 운영되는 동

극장에서 대중영화를 보는 것은 친구들과 영화를

시나리오, 음악, 영상 등의 예술을 종합하면서도,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를 등록하고 회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동아리 지

축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팀워크와 경기 흐름을

아리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학교에

예술이지만 많은 사람을 공감케 한다. 영화를 통해

있다면?

도는 인영환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구의 경우, 투수의 역

로 KAIST 경영대학의 자랑할 수 있는 대표축구단

최종현홀 같이 영화를 감상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

다양한 인생을 쉽게 경험할 수도 있다. 주위를 둘

영화를 보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삶을 풍

할이 경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하나의 실투로

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춘 곳을 활용하여, 이왕이면 의미 있고 기억에 남

러봐도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대학원에서는 공

학교 운동장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은

경기 흐름이 끊긴다. 축구에서는 선수 한 명이 잘

KMS와 같은 타 대학원 네트워크와의 교류도 구

부 안에 갇히기 쉬운데,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 영

데, 동아리 운영 계획과 목표는?

하는 것이 득점과 연결되기 힘들고 선수 간에 꾸

상중인 것이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결실을

하우스 영화 중에는 지루한 것이 많아 돈과 시간

자신만의 혹은 동아리에서 관람할

화라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을 통해 새

학교에서 가까운 인조 잔디 구장을 매주 금요일

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 스포츠에 비해

맺었으면 한다.

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작품성

작품 선택 기준이 있다면?

로운 세계를 내다보는 것은 어떨까? 매주 목요일

오후에 대여할 계획이다. 매주 발을 맞춰보며 팀

득점이 많이 나지 않지만, 11명의 합이 맞아 득점

이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공유하기 위해 선

많이 관람되지 않았지만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작

저녁 정기적으로 활동 할 계획이니 관심 있으신

워크가 어느 정도 맞으면, 타 축구동아리와 교류

하고 승리하였을 때의 쾌감은 어느 스포츠에 비해

별 중이다. 아트하우스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영

품을 선택할 계획이다. 워킹타이틀사의 작품과 선

분들은 언제든 참여 부탁드린다.

및 시합을 할 예정이다. 서울권역MBA연합체인

크다고 생각한다.

을만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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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글. 정나래

KAIST!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다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2014년 3월)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미주 아파트로 통하는 길목은 행인들의 왕래가 늦

행되고 있는 시력 상실의 문제는 뇌출혈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신

보다 아름답고, 투박한 손은 의외로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은 밤까지 이어진다. 수년간 이 길을 지나는 KAIST 경영대학 이재규 교

속히 수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쪽방 안에 놓여

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이런 관심과 실천이 경영학도로서

수의 눈에 유독 껌을 파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이가 거의 빠지고 일흔

있는 전기밥솥 한대, 그리고 싱크대 하나, 이불 외에 어떤 살림살이도 사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발견해 가는 초석이 되었다.”고 고백하였고,

중반쯤 되어 보이는, 표정이 아주 맑은 할머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품을

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할머니의 생활에 뇌수술이라니. 추위에 병환이

KAIST 봉사”왕”으로 불리는 차승현 학생회장은 “평소 함께 일하고, 공

파는 노점상인들 중에 이 할머니는 손님에게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모진 풍상에 충분히 거칠어

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더 보람되었다.” 지난 해 말

듯 보인다. 박카스 상자를 앞에 내 놓았으니 구걸에 더 가까울 수 있겠으

졌거나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을 법한 할머니는 반듯한 생각을 간직하

진행한 이웃사랑 자선 바자/경매는 경영자의 사회적 기업가 MBA 학생

나 가끔 천원을 상자에 넣으면 반드시 껌을 받아가라고 보따리에서 주섬

고 계셨다.

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로 KAIST 경영대학의 미션

주섬 잘 포장된 ‘자**톨’ 껌을 꺼내 주는 것으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반기금
주현 EMBA 4기, 박광우 교수

후배사랑 장학금
조만희 FMBA 15기, 조아라 동문 학부형, 구윤모 TMBA 16기

“Beyond Knowledge”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단체기부

경제활동에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껌은 필요 없다 했더니 일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던가. 스스로의 수술비를 한 푼,

서서 따라오며 받아 가란다. 할머니는 따라 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두 푼 모아 오셨다는 할머니에게 KAIST 가족들은 할머니의 수술을 후원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크게 외친다.

해 드리자며 매년 자선 바자ㆍ경매 행사를 통해 조성하는 이웃돕기 기금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2011년부터 연 1회 FUNdraising Party를 개최해,

으로 청량리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에 생

태국 수재민, 한국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을 도와 왔고, 2013년에는 해비

고동희, 김대성, 김동식, 김영실, 김은경, 김진규, 김진영, 김형재, 김혜진, 김희재, 노갑용,

어느 날 부터인가, 할머니는 안대를 하고 있다. 눈병이 난 것이라 생각했

각이 이르렀다. 이웃사랑 기금을 선뜻 내 놓았고, 이런 온정은 할머니의

타트 건축 봉사, KAIST RUN 마라톤 행사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출발

노명호, 박남수, 박석진, 박정우, 서춘관, 송해영, 안정수, 오윤석, 윤민한, 윤삼손, 윤태열,

으나 안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 시력을 상실한 모양이다. 저 할

수술을 주관한 성바오로 병원에서도 수술비를 대폭 지원하게 되는 계기

선이 달라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데 앞장서고 있

이석원, 이영순, 이호준, 임종성, 장하다, 전휴언, 조남국, 조민성, 조응태, 조현찬, 채준호,

머니는 누구의 딸일까? 그 어머니가 저 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가 되었다.

다. 차승현 학생회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서 이 곳에

까? 저 할머니도 어린아이 시절 엄아 품에 안겼겠지.

EMBA 9기 일동

최상욱, 한장안, 현장환, 현충서

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여건이 뒷받침되었기 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 후 할머니의 병원을 방문한 사회적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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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

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만큼,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환원하고 기여

AIM 39기

청량리 역에도 겨울이 찾아 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껌을 팔

MBA 1년차 이상진씨는 “아직은 내 삶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는 자세와 본질적 책임의식이 모든 KAIST 경영대학인들에게 체질로

강민수, 김건수, 김대경, 김상균, 김인희, 김진경, 민호기, 박진우, 안재영, 우지인, 유명지,

고 계셨고, 그 사이 청력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홍릉시장 반

가치를 찾고, 그 꿈을 디자인 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식을 넘은 가치

녹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다.

이규필, 이상진, 이준, 장상열, 조상열, 조승환, 한권희, 한중길, 허상구, 현성수

지하층 쪽방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를 창출해 가는 KAIST에서 공부하는 과정이 이 사회를 폭 넓게 이해할

청량리 지역 복지사를 통해 할머니의 뇌혈관종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이빨 없는 미소는 생각

Frontier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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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임원급 승진 경영대학 동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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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공

입학년도(기수)

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공

입학년도(기수)

Accenture

상무

김화중

이그제큐티브MBA

2010

삼성카드

상무

강병주

경영정책학과

1993

AK IS

대표이사 사장

김진기

이그제큐티브MBA

2005

삼성카드

상무

김희선

산업경영학과(학사)

1997

CJ America, Inc.

대표이사 상무

서성엽

이그제큐티브MBA

2004

세방그룹

회장

이상웅

AIM

4기

GS건설

전무

강철희

LGD-KAIST GMP

제3기

신라교역㈜

전무

한진규

TMBA

2001

KT

본부장

강국현

경영과학과

1987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이성락

AIM

34기

KT

본부장

곽봉군

지식최고영영자과정(K-CEO)

9기

양평TPC

대표이사

최철규

AIM

27기

에이스피플컨설팅

대표

장인수

AIM

32기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영태

AIM

36기

우리은행

부행장

정기화

AIM

38기

KT

비서실장

구현모

경영과학과

"석-1985
박-1993"

KT

부문장

김기철

최고경영자과정(AIM)

15기

KT

본부장

김승겸

통신경영정책

2003

우리카드

부사장

김희건

AIM

25기

KT

부사장

김영명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8기

우리파이낸셜

수석전무

최창영

AIM

34기

KT

상무

김원경

통신경영정책

2000

위메이드

대표이사

장현국

경영공학과

1997

KT

본부장

김형욱

경영과학과

1987

재능교육

대표이사

박종우

PMBA

2013

KT

부문장

남규택

경영과학과

1984

제일기획

상무

김기수

경영과학과

1989

KT

본부장, 단장

문기종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11기

제일모직

그룹장/상무

김상균

이그제큐티브MBA

2011

KT

본부장

박형출

통신경영정책

2002

제일모직

전무

신민철

제일모직-KAIST FBLP

2009기

KT

소장

유태열

경영공학과

"석-1982
박-1982"

제일모직

사장

조남성

TMBA

1995

제일모직

법인장/상무

채상윤

이그제큐티브MBA

2009
2011

KT

본부장, 단장

윤차현

통신경영정책

1997

KT

상무

이문환

통신경영정책

1998

KT

센터장/상무

제갈정숙

이그제큐티브MBA

2006

KT

부문장

한훈

산업공학과

1980

LG디스플레이㈜

전무

송영권

AIM

34기

LG디스플레이㈜

부사장

황용기

AIM

30기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김병헌

AIM

35기

MBC플러스미디어
/MBC 스포츠

대표이사

안광한

AIM

MDS 테크놀로지

상무

서상수

POSCO

상무

POSCO

상무

POSCO P&S
가온소프트

㈜Namu Corp.

부사장

박남수

이그제큐티브MBA

㈜대한스텐레스파이프

본부장/전무

김영해

이그제큐티브MBA

2011

㈜동양종합금융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AIM

32기

㈜맵스코

부사장

노중호

이그제큐티브MBA

2007

㈜피플웍스

대표이사

백용엽

이그제큐티브MBA

2010

㈜한화

전무

이태종

AIM

38기

코리아 중앙데일리

부장

심재우

이그제큐티브MBA

2011

35기

코스모자산운용

이사

오현석

금융투자협회 금융공학과정

4기

이그제큐티브MBA

2010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성익경

AIM

32기

양원준

IMBA

2009

파이브락스

경영공학과(학사)

1994

IMBA

2007

CSO(최고전략책
임자)

노정석

최종진

대표이사 사장

신영권

이그제큐티브MBA

2005

평안 L&C

부사장

최영재

AIM

32기

CEO

김태원

테크노경영

200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류호영

AIM

32기

국민은행

전무

김상성

AIM

36기

한국타이어㈜

연구기획담당
/상무

조남국

이그제큐티브MBA

2012

대신자산운용

부사장

심성태

AIM

38기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박승국

이그제큐티브MBA

2006

대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이충환

AIM

19기

한화L&C㈜

대표이사

김창범

AIM

24기

대우학원

이사장

추호석

AIM

12기

한화L&C㈜

전무

이선석

AIM

28기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전무

권혁웅

AIM

37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류원근

AIM

38기

랄프로렌 코리아

이사

김성화

이그제큐티브MBA

2010

삼성SDS

상무

김태경

산업경영학과(학사)

1997

삼성SDS

상무

박정훈

경영정보공학

1994

삼성SDS

상무

오구일

이그제큐티브MBA

2008

삼성경제연구원

상무

김정우

경영정책학과

1993

사 소식을 조사하고 연 1회 전화 확인을 드립니다. 1월~4월에 진행된 이메일, 전화

삼성물산

전무

고정석

기술경영

1995

설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삼성물산

상무

원광석

이그제큐티브MBA

2005

삼성자산운용

상무

이동우

경영공학

1999

삼성전자

전무

김정욱

경영과학과

1988

삼성전자

전무

김현준

테크노경영

1999

경영대학 동문만의 자부심을 누리세요

삼성전자

상무

문병호

금융공학 전공

1999

삼성전자

부사장

박동수

AIM

37기

경조사 지원, 아래 안내를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박학규

경영과학과

1986

삼성전자

전무

석경협

ATM

15기

삼성전자

부사장

안중현

기술경영

1995

삼성전자

전무

이봉주

테크노경영

2001

삼성전자

상무

이영순

테크노경영

2001

삼성전자

상무

이재성

이그제큐티브MBA

2008

삼성전자

부사장

이효건

ATM

16기

삼성전자

법인장/상무

진문구

이그제큐티브MBA

2007

삼성전자

전무

채창훈

ATM

19기

삼성전자

전무

최진원

테크노경영

2003

삼성전자

부사장

한갑수

AIM

37기

삼성증권

전무

김도형

AIC

15기

Frontier

대외협력실에서는 연중 수시로 승진 및 이직, 창업, 저서 발간을 비롯한 각종 경조

☎ 누락된 정보 또는 정정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① 안내 서비스	경조사 관련 이메일, 홈페이지, 문자 안내 서비스를 원하는 동문 범위까지
제공 (동문 전체, 해당 전공, 해당 학번 등)
② 근조기 서비스	동문 및 동문가족상을 당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발송하며, 실비가
청구됩니다
③ 화환 서비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 경조사에 화환을 발송하며, 실비가 청구됩니다.


※ 참고 www.business.kaist.ac.kr/alumni > News&Event > Alumni Service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