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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 MESSAGE

소비자의 절묘한
균형감

변화의 물결은 KAIST의 젊은이에게
그 물결에 앞장 서서 도전적 모험을 할 것을
요구한다. 소비자도 그러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동시에, 인간적
거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선택을 통해
인간의 냄새가 나는 우리 사회의 기본

2000년이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은 고민을 했다. 온라인 혁명 속에서 소비자

수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아날로그적 체험

체제들을 균형감 있게 보전할 것으로

가 온라인 구매로 몰릴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열풍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완전 디지털화가 아니라 디지털과 아

생각한다

인지를. 지금 되돌아보면, 소비자는 대단히 균형감 있는 현명한 선택을 했음을

날로그의 절묘한 균형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균형감은

알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오프라인

전통적 책과 전자 책, 디지털 금융과 아날로그 금융 등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구매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전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수하고 오프라인 구매에 임한다. 다른 산업도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소비
자는 균형감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으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한 것을 볼

둘째, P2P 거래화는 최근 합심경제(Collaborative Economy)의 급성장에서 볼

수 있다.

수 있다. MOOC를 활용한 Coursera 같은 거의 무료의 대안 학교, 대안 교육
이 등장하고, 호텔, 금융, 택시, 배달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P2P 비즈니스 모

현재 우리는 2000년에 비해 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PC, 인터넷, 모바

델이 성장하고 있다. 학교, 병원, 광고대행사 등 생산과 소비 중간에서 어느 정

일 통신, 그리고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Device 물결까지 동시적으로 다양한

도 독점력을 지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체들은 이런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영향을 받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런 중에 현대사회가 있게 하는 탁월

받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도 소비자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Face-to-Face 진

한 인류의 Killer App 세 가지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식전달 수단으로

료, 토론, 상담 등 마음의 교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균

인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책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전자책(e-Book)의

형감 있는 선택을 통해 P2P 거래의 와중에도 유통경로의 중간에 있는 전문그

등장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소비자의 등장으로 전통적 책의 지위가 지금 같

룹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지식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
교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무료에 가까운 MOOC(Massive Open Online

셋째, 이기적 기업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난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은

Courses)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통적 학교 교육이 예전 같지 않

인간적인 거래를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열망은

음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을 극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더 커질 것이며, 일반 기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강화 요구도 커질 것

하는 현대식 결혼 제도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일인 가정이 한 도시

이다. 소비자는 기업 고유의 이익추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 사이에서

전체 가정 수의 50%가 넘는 도시들이 속속 등장하고, 서울도 몇 년 지나면 그

균형감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렇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00년의 많은 사업가들이 궁금해하던 질문
을 우리는 지금도 던진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것

변화의 물결은 KAIST의 젊은이에게 그 물결에 앞장 서서 도전적 모험을 할 것

인가?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을 요구한다. 소비자도 그러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동시에,
인간적 거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선택을 통해 인간의 냄새가 나는 우리 사회

현재의 변화 흐름을 (1)디지털화, (2)P2P 거래화, (3)새로운 자본주의 모색의 세

의 기본 체제들(책, 학교, 결혼제도 등)을 균형감 있게 보전할 것으로 생각한

가지 관점에서 소비자의 균형감을 생각해 본다. 그 바탕에는 소비자는 결국

다. 소비자들은 항상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런 절묘한 선택을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거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첫째, 디지털화의 미래는 이미 변화를 겪은 음악산업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
다. 상품, 유통 및 마케팅, 생산 소비 등 모든 방면에서 디지털화가 나타났지
만, 콘서트와 팬클럽 미팅 같은 유례 없는 아날로그적 이벤트도 성장함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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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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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속한

이 있다. ‘북구 유럽에는 사회복지 수준이 높지만

10%의 소득격차의 기준으로 볼 때, 부의 분배가

사회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유독

매우 불량한 순위권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금융

다. 어떤 사회에 속하는가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남 유럽국가(특히 Greece)는 복지의 확대 이후 나

위기 이후 “월가를 점령하라”는 미국의 대중의 체

관계가 설정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라가 거덜 나고 있는가? 경제성장과 적정 사회복

제에 대한 저항운동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익 내지는 불편을 감내하게 된다.

지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해묵은 의문 사항에

부의 분배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미국이 1983

대해 질문을 했다. 그런데 대답은 경제수준(일 인

년에서 2009년에 생산한 부의 40%를 상위 1%가

예들 들어,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 구성원

당 GNP 수준)에 맞는 복지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

가져갔으며 그 부의 80%는 상위 5%에 의해 독점

간의 신뢰와 창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

라 사회의 윤리성/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 수준

되었다는 통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르는 사람 사이에 신뢰 수준이 16.4% 증가하면 노

에 걸맞은 복지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동인구 중에서 창업가의 비중이 무려 34.8%나 증

에서 실업수당을 올렸더니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의 안정성(Sustainability)과 더불어

환경을 만드는 경영교육의 혁신에서 세계적 리더

가한다고 한다(B. Kim and Y. Kang, 2014*). 즉

자진 실업 상태를 선언하고 수당으로 사는 것을 보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십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

사회적 불신이 높은 사회에서는 협력의 불확실성

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환경과 에너지 자원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육 및 연구투자로 녹색성장대학원이 설립되어 운

이 높아서 창업활동이 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 죄의식이 없어져서 세금을 회피하게 되고 이

대한 경고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지속가능

영되고 있으며, SK Group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연구 결과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

게 국가재정을 거덜 내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즉

성도 지구라는 사회에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MBA

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복지 사회의

의식이 없이는 뚜렷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정과 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왜 서구에서 성

9월 15일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도에 속하는 리

회사를 설립 중에 있다.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공을 거두고 있는 자본주의가 다른 빈곤국가에

이러한 경제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

만 브러더스의 파산이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이 벤처 캐피털 회사는 우리

서는 잘 작동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가 De

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이었다. 그 이후에 월가를 지배하던 수백 명의 경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만들어가는 회사에 초기

Soto는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 조건이란 재산권

있다. 최근에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영자들이 경제사범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자본금 투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잘 확립되고 존중되는 사회라는 것을 웅변하고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아직도 미진하

는 경영교육 내용과 질, 경영자들의 윤리의식에 대

있다. 어느 사회나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재산을 축

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안전을 책임질

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적인 실험은 세계적으로도 예를 찾아

적하게 되는데 축적된 자산의 소유권을 분명히 법

당국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물론이고 사고와 사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의 결과 많은 기업과 재산

보기 힘들다. 그만큼 KAIST 경영대학의 혁신성을

적,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된 재산을 바탕으로

회 갈등을 수습하는 정치적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

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더불어 지속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혁신성은 녹색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 자본화할 수 있어서 부의 확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사회

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 또한 “더

교육에서 세계 6위, 아시아 1위라는 평가에서 잘

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

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불어 잘 살아 보자”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는 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실험이

국에서는 무허가 주택처럼 노동력으로 축적된 산

간, 경제도 사회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창의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물임에도 법적인 재산권 밖이어서 금융 담보나 처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확충하여 행복하

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이 사회책임

하지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자

분권이 없는 잠겨있는 자산으로 남게 되거나 재산

고 생산적인 사회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까? 사회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다.

본을 축적하고, 산업화 세대보다는 가치중심으로

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관료주의나 부패로 인하

란 “함께 더불어 더 잘살자”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

여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면 부의 확대 사이클은

적 계약의 결과이다. 이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면

경영학에도 새로운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

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니만큼 KAIST 구성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물론, 하나의 사회로서의 존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대, 즉 사회적

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기대되는 새로

립마저 위협받는 갈등 구조로 변화한다.

문제의 해결에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그것이

운 도전이다.

왜 같은 자원을 투자하고도 선진국에서는 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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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은 KAIST 청년창업투자기술지주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의 열정과 소명의식

다. 소외계층의 고용 및 경제적 기회제공, 저개발

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그

한편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덮친 IMF 외환위기,

국가의 빈곤 및 위생,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등을

렇지 못한 것들도 법치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의 차이에서 온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

본주의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사회적 자

적 기업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생산에 중요한 요

본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외환위기

지고 있다.

소만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해, 유럽의 경영대학장

이후에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급속도로 확대일로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회에

들의 저녁 식사 시간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적

에 있어서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 사회와 지속가능

* Byung-Yeon Kim and Youngho Kang (2014),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A Pseudopane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97, Pages 47-60
** Hernando de Soto Polar (2000),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Autum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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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혜림 기자

어느 날 TV를 보고 있던 당신은 불치병에 걸린 아

하다고 믿은 참가자들이 도우미에게 더 큰 공감

이다. 나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남을 위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된다. 방송국에서는 이

의 반응을 보였고, 더 나아가 도우미를 도와주려는

소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공감에서 행복까지,

어린아이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아이는 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실험

실로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나를 위

‘친사회적 행동’ 마음으로 바라보기

우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고 아이의 어머니는

은 향후 수 많은 연구들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해 돈을 쓰는 것은 사실 나의 즐거움과 건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본다. 당신은

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

강, 나의 안녕을 위한 것인데 막상 이것은

왠지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날 것만 같았고, 바로 전

는 사실 하나는 바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을

화기를 들어 그 아이를 위한 후원금을 지불한다.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

위한 소비만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이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돕게 되는가?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가 공감의 핵심요소이

다는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수많은 심리적 요인들이 당신

며,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동

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의 마음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겠지만,

력이기도 하다.

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

우리는 남을 돕고 산다. 어린아이가 성탄절 구세군 냄비에 500원 동전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호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까지. “친사회적 행동”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비단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칭하는 것도 아니다.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우려고 행하는 모든
행동, 타인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행해진 이타적 행동은 물론 돕는 행위에 따르는 이익을 노린 계산적인 도움 행동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다. 즉, 단순히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상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과 같이 사소한 일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다양한 이론들이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복잡한 이론들보다 모두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당신이 후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아마 이 생

인관계”와 “시민사회”가 우리의 삶에 미치

각만은 순간적으로나마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랐을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현상에 대

것이다. “내가 만약 저 아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

이번에는 Prosocial Behavior의 동기에서 더 나

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울까? 내가 만약 저 아이의 엄마라면 얼마나 슬플

아가, Prosocial Behavior의 결과물에 대해 한 번

의 구성원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까?” 바로 공감의 마음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살펴보자. 인간은 수많은 비이성적인 요소들에 영

있으며 타인과 원활히 지내면서 행복감을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향을 받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매우 경제적인 동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소비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다. Prosocial behavior의 결과물이 부정적인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나의 사회를 위한

라는 표현에 있다. 슬픈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만

것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그 행동을 행하지 않을 것

소비, 나의 관계를 위한 소비, 나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공감이 아닌 동정이다. 슬픈 사람을

이다. 꼭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위한 소비가 되는 것이다.

보고 함께 슬픔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아닐지라도, 친사회적 행동은 분명 우리에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게 감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요즘과 같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남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자. 다른 사람을 도왔을

돕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불치병에 걸린

일이다.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공감을 느낄까? 공감은 매

아이에게 후원금을 지불한 후 당신의 마음은 어떠

벅찬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 보편적인 감정이다. 갓난아기들도 공감을 느끼

할까? 기쁨? 뿌듯함? 우리는 친사회적 행동을 통

다시 한 번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들어

고, 심지어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들까지도

해 단순한 순간적 기분을 넘어 “행복”이라는 커다

가보자. 공감에서부터 행복까지, 다른 사람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 공감에 대한 연구는 심

란 자산을 얻게 된다.

들을 돕고자 하는 용기는 바로 우리의 마

리학, 경제학, 경영학, 유전학, 뇌공학, 사회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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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속에 있다.

류학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공감은

실제로 해외 유명 학술지인 <Science>에 실린 논

그만큼 복잡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감을 극대화할

문을 보면 남을 위해 쓰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수 있는 요소들 또한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여기서

한다는 연구가 있다. 저자는 600여 명의 미국인들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유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참가자

사성”이다. 수십 년 전에 Krebs라는 학자는 “개인

전원의 일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했다. 또한 그들이

이 나와 상대방을 비슷하게 느낄수록 상대방의 감

한 달 동안 소비한 돈을 (1)전기세, 관리비 등 각종

정에 더 크게 공감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생활 비용, (2)스스로를 위한 선물, (3)남을 위한 선

이 연구에서 저자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

물, (4)자선단체에 후원한 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

어 한 그룹에는 “실험 도우미의 성격, 가치관, 관심

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했다. 이 중 (1)과 (2)를 개인

사가 당신과 비슷하다.”라고 알려주었고, 다른 그

을 위한 소비로, (3)과 (4)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

룹에는 “실험 도우미의 성격, 가치관, 관심사가 당

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을 위한 소비

신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라고 알려주었다. 그리

와 행복감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다른 사

고 도우미가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받고 게임에서

람을 위한 소비는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면 전기 충격을 받는 장면을 참가자들이 직접 관

즉, 이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의 액

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도우미가 스스로와 비슷

수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6), 1134.
Dunn, E. W., Aknin, L. B., & Norton, M. I.
(2008). Spending money on others promotes
happiness. Science, 319(5870), 1687-1688.
Preston, S. D., & De Waal, F.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01), 1-20.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2), 290.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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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박지용 기자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의 힘,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 개인의 기부 수준은 아직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8년 조사된 ‘GDP 중 기부금 차지
비율’에 따르면, 미국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캐나다 0.73%, 영국 0.7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0.53%에 그쳤
다. 만 원을 벌면 50원을 기부하는 대한민국이다. 자선원조재단(CAF)에서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에 따르면, 기부금 액수
가 아닌 기부 활동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였을 때, 한국은 153개국 중 세계 81위(2010년 기준)의 인색함을 보였다.
이처럼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친사회적 활동은 인간의 본능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사회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사회의 힘은 무엇일까?

사회 구성원들의 친사회성의 원동력에 대해, 우리
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서 그 실마리를

사회적 자본

사회협력 및 화합

찾을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교수

죄수의 딜레마
		

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태도

침묵

상대방 비리폭로

침묵

(1년, 1년)

(0년, 10년)

상대방 비리폭로

(10년, 0년)

(5년, 5년)

인프라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린난 듀크대 교
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라고 정의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출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

괄호 안은 A의 형량, B의 형량을 나타냄

Prosociality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등 사회적 맥
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상대 죄를 폭로하면 5년씩의 형량을 받는다. 이 때,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어떤 사회

은 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의 상호작용으로서

만약 한 죄수가 침묵을 지켰는데, 다른 죄수가 상

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태도적 측면은 ‘신뢰’와 ‘사회규범’,

대 죄를 폭로한다면, 그 상대방은 10년의 가중처벌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협력과 친

그리고 인프라 측면은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로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죄수는 서로 침

사회적 행동을 하게 유도하기도 하고, 또한 친사회

측정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화합

묵하는 것이 둘 모두에게 더 이득이 됨에도 불구

적 행동이 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

을 다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후쿠

하고, 상대의 비리를 폭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을 높이기도 한다. 즉,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자

야마 교수는 그의 대표 저서인 <트러스트>에서 한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이는 대표적인 게임이

본은 닭과 달걀의 관계이다.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

론의 상황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에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구조’도 주목할 만 한

대해 알 수 있다. 만약 두 죄수가 서로에 대한 신뢰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데,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갈등요인이 심할수록 사

를 바탕으로 침묵을 지킨다면, 두 죄수는 서로에게

사회적 자본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회협력 수준이 저하된다. 이는 최근 경제학계를 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진행된 주제이고, 유형 자산과는 달리 무형 자산

어 사회 전반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

이처럼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신뢰와 협력은 갈등

의 특성상 구성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티의 <21세기 자본>을 떠올린다. 불평등 해소가 사

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이득으로

그동안 사회적 자본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협력과 화합에 필수적인 요

나타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2009년 삼

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피케티의 주장에 동의 여

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높은 생활수준과 삶의 만족

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

부를 떠나 사회 불평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도를 보였다. 신뢰와 사회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한 정책과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존의 개

만한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이 거래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고, 갈등과 분

별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사회적

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자본 지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

사회적 자본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

높인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적 자

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어떤

누구나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

본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자 선진화의 조건인 셈

요소들로 구성되었는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봤을 것이다. 두 죄수는 서로의 죄를 침묵하면 1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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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인당 GDP)

사회적 자본을 위한 첫걸음

80,000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간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는 신호로 받아들여 결국 범죄가 늘어나

60,000

성장을 하며 세계 GDP 규모 15위(2013년 기준)를

고 사회안전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 있

50,000

기록할 만큼 물적 자본의 성장은 충분히 이뤄왔

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작은 신호 하나가

40,000

다. 하지만, 그런 압축적 성장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8

사회적 갈등과 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해결하는 과

월부터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 환기와 기

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

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지수에 따르

쓰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SNS를 중심

면 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22위로 선진국

으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이러한 작

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매우 취약하였다. 한국 사

은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우리 사회의

회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불신의 벽이 높은 사회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다. 세월호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제주 강정

바래본다.

70,000

30,000
20,000
10,000
0

사회자본지수
1

2

3

4

5

6

7

8

9

(삶의 만족도)
9
8

마을을 둘러싼 갈등 등의 사회 이슈들을 떠올리지

7

않더라도, 이러한 갈등과 불신은 더 이상 우리에

6

게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5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물적 자본이 아닌 사회

4
3

사회자본지수
1

2

3

4

5

6

7

8

적 자본이다.
9

사회학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이 있다. 이는
주: 1인당 GDP는 2000~2004년 평균치로서
달러표시 구매력 평가 기준

깨진 창문을 방치하는 경우와 같이 가볍게 여길

[출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

수 있는 규칙이 훼손되면 법질서를 어겨도 괜찮다

<참고문헌>
<사회적자본> 문예춘추사, 2011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
경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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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김성태 기자

Prosociality

뻔한 기부 말고,
펀(Fun)한 기부!

네이션이 가능해졌다.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 캄보디아, 인도, 남수단, 브룬디 등의 각국 정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은 빅워크, 트리플래닛 등

기관 및 UN, UNCCD, World Vision, Unicef 등의

이 있다.

NGO와 MOU를 체결했고, 69만 명이 앱을 사용하
고 있다.

걸으면서 기부하는 ‘빅워크’
빅워크는 ‘걸음’이란 일상적인 행동으로 가치를 창

트리플래닛 역시 게이미케이션이 완전히 구현된 형

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빅워크는 스마트

태다. 영웅나무와 아기나무 수비대가 숲을 위협하

폰의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걸음을 측정하여,

는 재난몬스터를 상대로 싸워 미션을 성공하면, 승

이동거리 10m당 1 NOON씩 쌓인다. 1 NOON은

리의 보상으로 자신이 지은 이름의 나무를 심을 수

빅워크 앱 내의 가상 포인트로 1원으로 바꾸어 기

있게 된다. 순위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경쟁할 수

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처음에는 절단장애 아동의

있고, 나무를 심어서 얻은 트리피플 연합 대원의 임

수술 및 치료비에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식수개발

명장을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자랑할 수 있다. 사

및 보건위생지원을 추진하는 지구의 달 캠페인, 세

용자는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

월호 등 다양한 방면까지 사용된다. 빅워크는 한화,

고 더욱 몰입하게 된다. 그 결과 9개국, 46개 숲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같은 스폰서의 지원과

472,000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기부금의 10%를 떼어서 이윤을 얻는다.
빅워크는 단순히 개발된 것이 아니라, 게이미피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기부가
세상을 따뜻하게

이션의 원리가 세밀하게 적용돼 있는 것이 특징이

이 밖에도 여러 장소에 발도장을 남기며 포인트를

다. ‘눈사람’이라는 기부대상과 기부현황을 알려주

쌓아 기부하는 ‘씨온’, 퀴즈를 풀며 전세계 기아들을

는 요소는 이용자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며, 많

후원하는 ‘모바일 프리라이스’ 등 많은 게이미피케

이 걸으면 살이 빠지고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뚱뚱

이션을 적용한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들이 출시돼

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있다. 세상이 변화하며 기부의 모습 또한 바뀌고 있

목표의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신의 두 발로 걷는

다. 돈 많고 특별한 사람이 특정한 때에만 숭고하게

다는 요소는 자발성과 활동성을 확보하며, RANK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스마

는 내 순위가 전체 사용자 중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

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편리한 수단으로 쉽게 재

어 경쟁심을 유발한다. 사용자도 적립된 포인트를

미를 느끼며 기부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당

기부(Donation)에 재미(Fun)를

양말, 머그컵, 티셔츠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보상

장 오늘 ‘빅워크’를 키고 걷다가, 지치면 잠시 앉아

더한 ‘퍼네이션’(Funation)이라는

을 받는다. 그 결과 빅워크는 2012년 4월 서비스를

서 ‘트리플래닛’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떨까? 평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부에

시작하여 2014년 1월 기준 25만 다운로드를 기록

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한 곳이 되는 즐거운 상상이다.

‘기부’라고 하면 대기업 회장같이 돈 많은 사람만

다. 사람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소들을 게임이 아닌 맥락에 사용하는 것이다 (The

하였고, 4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올해에는 21

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것, 배우 차인표 씨나 가수

있고, 기부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Use of Game Design Elements in Non-Game

억 원의 기부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션 등 연예인이 하는 특별한 것, 혹은 평생 김밥을

기부(Donation)에 재미(Fun)를 더한 ‘퍼네이션’

Contexts). 게임 디자이너이자 미래학자인 Jane

팔아서 모은 돈을 기부한 김밥 할머니의 모습처럼

(Funation)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

Mcgonigal(2011)에 따르면 게임의 요소는 목표,

나무 심어 지구 지키는 ‘트리플래닛’

숭고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으로,

규칙, 피드백 시스템,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 게

트리플래닛은 중국 사막, 아프리카, 태국, 몽골 등

2012년에는 영국의 Charitable Aid Foundation

평범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기부를 쉽고 재미있게

이미케이션은 게임의 요소들로 인간의 심리적 욕

전세계에 실제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 사

에서 발표한 세계기부지수에서 45위를 차지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퍼네이션이 가능

구인 보상, 지위, 성취, 자기표현, 경쟁, 이타주의

용자가 앱 안에서 나무를 심고 길러서 성장시키면,

<참고문헌>

개인 기부자도 적다.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

할까?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덕분이다.

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는 몰

실제로 그 나무가 심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종수 (2011). 고객을 중독시키는 기술: Gamification. KT경
제경영연구소

입(Flow)을 경험하게 되며, 즐거움을 얻는다(이종

다. 트리플래닛이 사용자의 유료 아이템 결제로 인
한 수익과 한화, 더블 A, TOYOTA 등 스폰서의 이

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중 1년간 기부경험이 있
는 사람은 34.6%이고, 현금 기부자 1인당 20만

Gamification과 기부의 결합

수, 2011). 따라서 기부에 게임의 요소를 넣으면

5,000원을 기부하였으며, 평균 6.5회 참여한 것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Game)과

재미를 느끼는 퍼네이션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름을 게임에 노출시켜 얻은 광고비를 모아서 일정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한국인의 기

화(化) 하기(-Fication)의 합성어로, Sebastian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기부에 게이미케이션

액을 NGO에 기부하면 그 단체들은 기부금으로 나

부 순위, 기부액, 참여 횟수에 모두 ‘청신호’가 켜졌

Deterding et al(2012)에 의하면 게임 디자인의 요

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언제 어디서나 퍼

무를 심는다. 2014년 현재 서울시, 포항시, 태국,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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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기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Deterding, S., Dixon, D., Khaled, R., & Nacke, L. (2011,
September). From game design elements to gamefulness:
defining gam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Academic MindTrek Conference: Envisioning
Future Media Environments (pp. 9-15). ACM.
McGonigal, J. (2011). Reality is broken: Why games make
us better and how they can change the world.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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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준호 객원기자

글. 박용진 기자

Doing Business in Korea

KAIST 경영대학, Beta Gamma Sigma
프리미어 지부Premier Chapter로 승급

인도 IIMB EPGP 프로그램 진행·참여 수기

이를 통해 그동안의 특강이 단순히 강의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한국과 인도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었다. 한편 방문 및 탐
방지로는 국내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한국거
래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시설을 확인할 수 있
는 옥포의 대우조선해양, 최근 문화의 중심지로 성
장하고 있는 상암 CJ E&M 센터 등을 선정하여 인
도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KAIST 경영대학의 ‘Doing Business in Korea’

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본 결과,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식사는, 참가자 대다수가

지난 9월, KAIST 경영대학은 Beta Gamma

을 취득한 경영대학의 석사과정 학생 중 성적 상위

는 해외 유수 경영대학(원) MBA 과정 학생들로 하

평균적으로 7~8년의 경력과 국제 경험을 갖추고

종교상의 이유로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육류를

Sigma(BGS)의 모범지부(Exemplary Chapter)에

20% 재학생과 박사과정 재학생만 BGS 학생으로

여금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상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소화하되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비빔밥, 카레,

서 프리미어 지부(Premier Chapter)로 승급되었

의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쌀국수 등의 메뉴로 준비되었다. 한국 학생도 함

음을 밝혔다.

간의 인적·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여름의 끄트머리에는 Indian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

께 식사하며 인도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IIMB)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내 특강과 교외 탐방,

한 기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KAIST 경영대학 SUPEX

Chapter)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는 KAIST 경영대

EPGP 학생 5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그리고 문화 행사가 포함되었다. 먼저 특강의 경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주 동안 쉼 없이 이어진 일

경영관에서 BGS 증서수여식을 가졌다. BGS는

학이 경영학 교육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기관

경험할 수 있었다. IIMB는 인도 방갈로 지역에 위

우, KAIST 경영대학의 Betty Chung 교수, 홍인

정에 지칠 법도 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다

Business School 공식 인가 기구인 AACSB-

임을 인증받고 전 세계 상위 경영대학들과 어깨를

치한 경영대학원으로서, 2013년에는 중앙아시아

기 교수를 비롯하여 두산 인프라코어, 마힌드라 코

가와 인사하고 대화하려는 태도를 지닌 인도 학생

International(The Association to Advance

나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AIST 경영대학이

지역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리아, 나이키 코리아, LG전자, EA코리아, CJ CGV

들의 긍정성과 에너지 덕분에 아쉬운 2주는 너무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기관에 의

프리미어 지부(Premier Chapter)로 지정됨으로써

2014년에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세계 50위권에

에서 연사를 모셔 ‘한국에서의 경영’에 대한 심도

나도 빨리 지나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고맙

해 인증된 학교들만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향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오르는 등 인도 내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깊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 1주차가 끝

다며 KAIST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인도에서 가져

International Honor Society이다. AACSB 인증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려진 교육기관이다. EPGP란 Executive Post

나는 토요일에는 맥킨지에서 강사를 모셔 팀 별로

온 선물까지 챙겨주고 돌아간 그들과의 교류가 계

Graduate Program의 약어로, 석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진출하려는 인도 기업의 전략을 가상으로

속 이어져 한국과 인도를 잇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

실무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재들을 위한 1년 전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용되기를 기원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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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정 기자

세계 부호들의 기부로 살펴보는
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이 세상의 어떤 지도층이나 부자도 혼자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밑거름되어 부자가 된 것일수록 모두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득권층이 먼저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01

02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

억 원)를 저소득층 학생들과 첨단 연구 지원을 위

기부서약운동, The Giving Pledge

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잘 먹고 잘살기 싫은 사람

해 기부했다. 특히 이들은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

2010년,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주축이 되어 시

은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부

고, 성공한 선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운동

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기부활동을 펼친 결과 그 누적액이 각각 8억 달러

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사

(약 8천 5백억 원), 10억 달러(약 1조 7백억 원)를

며, 현재까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존 데이비슨

람들의 궁극적 바람은 행복한 삶이고, 부자가 되면

넘어섰다.

록펠러 등 약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자에게 보내는 사회의 시선이 종종 회

IT 거부들의 통 큰 기부 행렬

지난 5월 초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

의적인 까닭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에 따라 그

올해 5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지

임자도 동참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 기

사람의 인격이 판단되고, 돈을 바람직하게 벌고 쓰

역 내 공교육 개선을 위해 5년간 1억 2천만 달러

빙 플레지 운동은 유산의 10%를 기부하자는 영국

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약 1천 2백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저커버

사회지도층의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 등과

그는 지난해 1회 기부액으로 최고액수인 약 1조 원

함께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는 사회 지

의 페이스북 주식을 실리콘밸리재단에 기부한 바

동을 펼치고, 사회안정에 기여하는만큼 ‘노블레스

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

있다. 2012년 총 4억 9,900만 달러(약 5천 3백억

오블리주’를 실현한 예로 평가받고 있다.

무,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이는 초기

원)를 기부했던 그는 2012년 20대 최초로 미국 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

부 순위 2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잘 먹고 잘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03

04

05

식과 솔선수범 정신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고위

01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02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03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04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05 워렌 버핏
06 필 나이트 나이키 회장

06

리까지 오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층이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등 희생에 힘입어 로

‘미국 최고 기부왕’은 단연 빌 게이츠 부부다. 포

이 밑거름되어 부자가 된 것일수록 모두의 역량을

마가 그 당시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

브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약 3조 원의 기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득권층이 먼저 자신의 부를 다

기가 되었다.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오

통해 2년 연속 미국 고액 기부자 1위에 올랐다. 워

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행

늘날 하나의 일반 명사로써 쓰이며, 사회 지도층

렌 버핏은 26억 3천만 달러(약 2조 8천억 원)를 기

복은 상대적인 감정이라고 했다. 부자도 그렇지

의 우선 덕목 자세로 여겨지고 있다.

부해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않은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려면 상대적으로 소외
되지 않고, 더 큰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사

교육에 관심 많은 슈퍼 리치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 성

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본보기 자세

올해 초 타임지에 따르면 2013년 기부순위 상위

공적으로 공개하면서 단숨에 큰돈을 번 마윈 회

가 필요하다.

10위에 든 부호들의 개인 기부액의 총액은 34억달

장. 이를 통해 그는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러(약 3조 5,000억 원)이다. 특히 이들이 대학이

250억 달러(약 26조 125억 원)를 끌어모았고, 회

나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25억 달

사 주가도 덩달아 급등하면서 회사 가치는 구글에

러(약 2조 7천억 원)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환경
오염 퇴치와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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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어떤 지도층이나 부자도 혼자서 그 자

필 나이트 나이키 회장은 암 연구를 위해 5억 달러

공익기금을 만들었고, “누군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약 5천 3백억 원)를 미국 오리건 대학의 생명과학

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

재단에 기부했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드는 것”이라며 자본윤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존스 홉킨스 대학에 3억 5,000만 달러(약 3천6백

강조했다.

<참고문헌>
What the Super-Rich Are Spending Their Fortunes On
Now, TIME, 2014, Jan,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206&ci
d=40942&categoryId=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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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김성태 기자

혁신적 콘텐츠로 한류 선봉장에 서다
CJ 4D PLEX 대표이사
최고경영자과정(AIM) 40기 최병환 동문
CJ 4D PLEX의 4DX는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 실감하는 영화’로 영
화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4DX는 9월 말 현재 27개국 115개 관에서 운영되며 세계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
고 있으며,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 ‘닌자터틀’의 리브스만 감독 등 영
화 전문가의 극찬을 받으며 새로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한류의 선봉장
에 선 CJ 4D PLEX의 최병환 대표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 6월 말, CJ 4DX는 미국 LA
할리우드에 진출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CJ 4D PLEX가 현재 보이는 놀라
운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CJ 4D PLEX의 대표이사직까지 오
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게 살아야죠. 또, 4DX를 국가브랜드로 만들어보고

단계 발전했죠. 제 아들도 KAIST에 재학 중입니

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강력한 백그

싶은 게 꿈입니다. 얼마 전에 4DX가 30관 정도 있

다. 그러니 KAIST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요. 올해

라운드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살 날이 줄

영화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는 남아메리카에 출장 가게 되었는데 4DX 로고가

그룹에서 임원교육의 일환으로 경영자 과정을 수

어드는 시점에서 살아온 삶을 재정리 할 수도 있

미국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의 3분의 1을 만들

신을 만들어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어떻게 된 지도 모를 만

크게 걸려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이역만리 떨어진

료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대와 KAIST 중

었어요. 그렇지만 KAIST에서의 경험은 제가 제2

어 내는 세계 최대 영화시장입니다. 특히, 할리우

바일 시장처럼 파격적인 혁신이 존재할 수 없고 혁

큼 절실하게 노력하여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나라에서 우리의 4DX가 심지어 ‘IMAX’보다도 크

애정이 있는 KAIST를 다시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는 세계영화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징

신이라고 해봐야 IMAX와 3D밖에 없지요. 이 가운

을 깨달았어요. 전 1989년에 타 기업에서 직장생활

게 있으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

됐습니다.

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전 세계 어떤 영화 시장을

데 ‘체험하는 영화, 실감하는 영화’로 영화관람의

을 시작했어요. 모두가 굉장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니다. 더 나아가 4DX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

가더라도 그곳의 수익 중 40~90%가 할리우드

패러다임을 바꾸며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입사 동

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인이 인정할 수

영화가 점유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할리우드에서

것은 CJ 그룹의 비전 덕분이었습니다. CJ의 DNA

기들 모두가 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

있는 국가브랜드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직

KAIST 경영대학에서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KAIST는 저에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좋은 소식이

도 세계 최대 규모인 리갈 시네마 ‘L.A. LIVE 스타

에는 글로벌 넘버원 세계 문화기업이 되자는 비전

들어 낸 것은 ‘절실하게 노력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원들과 자부심을 느끼며 노력하고 있고, 그날이

회사 일을 하다가 강의실에 가면 지식의 힐링을

든, 안 좋은 소식이든 KAIST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디움 14’에 4DX가 입성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또, 운명처럼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와 있다고 믿습니다.

느꼈죠. 수없이 많은 교육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에는 항상 민감합니다. 앞으로 KAIST가 더욱 더

영화 주류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할리우드

가 굳은 신념을 갖고 도전한 덕에 현재의 결과를

뵙게 되었는데, 그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새로운 트렌드나 사례는 많이 접해봤지만, KAIST

발전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작사와 배급사,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4DX를 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 세계 5위권 극

여러분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자

장인 멕시코 ‘시네폴리스’가 4DX의 가능성을 알아

음입니다. 덕분에 활기가 충전되는 것을 느꼈죠.

랑할 수 있는 더욱더 역량 있는 인재가 되어주셨

영화 관계자들이 항상 주목하는 이들의 발언을 통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대표님께서 목표하시는 꿈과 비전
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교 중에서 KAIST 경영자과정
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대학의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은 처

기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KAIST와 저는 운명입니다. 30대 후반에 회사 교

한인구 교수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

으면 합니다. 저도 KAIST의 가족인 만큼 더욱 노

해, 파급력이 큰 입소문 효과(Word of Mouth)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i-Studio’같은 연

전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빠를

육차원으로 KAIST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밟았어

한 여러 교수님께서 경영자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

력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DX

구실도 우리가 현재의 독보적인 4DX 기술을 가질

롤모델로 삼고,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요. 처음에는 2년 동안 놀다가 오는 줄 알았죠. 하

해주신 덕분이겠죠. 또 KAIST 경영자과정에서는

셨으면 합니다.

는 기존 영화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던 ‘Absolute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빠를 친구처럼 대하

지만 지도교수님께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업무 중에는 만날 수 없는 각계각층의 경영자들을

Cinema Experience’를 제공하며 미국뿐 아니라

기도 하면서요. 제가 눈감는 날까지 떳떳한 아빠의

걸 보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 절

만날 수 있어요. 여러 방면의 경영자들과 인적 네

전 세계로 확장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할과 이미지를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절실하

실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과정에서 한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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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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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박용진 기자

ETC

레코벨RecoBell 창업에서 인수까지
경영공학 박사 박성혁 동문(레코벨 대표이사)
경영공학 박사 황경서 동문(레코벨 기술이사)

의를 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었습

일 광고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룩하여 한국을 넘어

니다. 1년 동안 적은 월급만 받더라도 더 큰 꿈을

아시아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자는 것이 장기적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다른 동문

목표 입니다.
박성혁 동문과 황경서 동문이 창업한 레코벨은

분들도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전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옐로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디지털마

창업을 하여 추진했던 재미있는 서
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요?

먼저 KAIST 경영대학의 Frontier 인터뷰를 하게

립하고 사업을 수행해 온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

되어 무척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은 시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요건(매출 10억 이

레코벨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대기업, 연구소, 대학교도 물론 훌륭한 직장이지

상, 영업이익 3억 원 이상)을 모두 만족할 만큼 높

비결을 이야기 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레

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에

은 성과를 달성하여, 100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가

코벨은 국내 업계에서 유일하게 무성과 무보수 원

도전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AIST 경영대학

치를 인정받아 옐로디지털마케팅에 인수가 되었

칙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추천에 의한 초과 성과를

에서 공부한 분들이라면 경영은 물론이고 재무, IT,

다. 박성혁, 황경서 동문은 인수 후에도 레코벨 법

과학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AB 테스트를 업계에

전략, 조직 등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

인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서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를 위해 고객사의 서버

아 실력을 갖추었기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수

위하여 더 큰 도전을 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를 반으로 나누어 기존 판매 기록과 레코벨의 개

할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동문인 옐로모바일 이상혁 대표는 “앞으로 경영

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나오는 초과매출을 직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훌륭한 기술을 만

대학 동문이 레코벨의 성공사례를 본보기 삼아 훌

접 비교하여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초과매출이 나

들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륭한 회사를 창업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오지 않거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초과매출

데,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KAIST 경영대학 출신들

좋겠습니다. 옐로모바일의 더 큰 꿈과 비전을 달

니다.

박성혁 동문이 경영공학 박사과정 졸업 후, NYU에서의 Post Doctor 과정을 수
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음 행보는 학교가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성혁 동문은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만들어 그곳으로 향했다. 황경서 동
문의 경우도 박사 졸업 후 동국대학교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성혁 박사와 함께 레코벨을 창업하였다. 무모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들의 회사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 1년 반 만에 시장 1위라
는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옐로디지털마케팅에 성공적으로 회사를 인수
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레코벨의 도전과 꿈을 직접 들어보았다.

레코벨, 옐로모바일에 인수되다

케팅에 인수되었다. 2013년 2월에 법인을 처음 설

레코벨은 어떤 회사인가요?

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

이 확보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

이라 생각합니다. 레코벨의 성공사례가 좋은 본보

성하기 위하여 경영대학 동문이 함께 하기를 희망

레코벨은 고객사에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도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창업 1년 만에

기가 되어서 더 많은 분이 자극을 받고 도전하여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공하는 IT 벤처 회사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한 고

국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일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

더 멋진 회사를 만든다면 Frontier와의 인터뷰가 큰

객의 선호도에 따라 1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서로

찍 깨닫고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

습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높은 영업 이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레코벨

출할 것인지 주로 고민해왔던 시간이 실제로 사업

익률을 유지하다가 옐로모바일에 성공적으로 매각

은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국내 최대 및 최다 고객

화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

된 것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이 시

사를 대상으로 독보적인 추천 기술을 제공하고 있

이 되었습니다.

장을 만나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측

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면에서도, 레코벨의 기술적인 장점을 강조하기 보

등 다양한 IT 서비스에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해

박사 졸업 후 창업의 장단점은 무
엇인가요?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위메프, 아모레

창업을 하려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퍼시픽, 티켓몬스터, 신세계, 이마트, 교보문고, 위

박사 후 창업이 드물다 보니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즈위드, 갤러리아 외 다수 패션 쇼핑몰 및 해외 기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

레코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업과도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았던 수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업에 임하는 자세

고객사 사례와 매출에서 보여지듯이, 레

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특히 박사들이 열심히 만

코벨은 현재 업계 내 국내 1위라고 자부할 수 있습

KAIST 경영대학에서 배운 것 중,
어떤 부분이 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든 레코벨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해주신

니다. 하지만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에서

덕분에,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

시장을 더 넓혀가고 있으며 해외시장에도 꾸준히

습니다. 회사 설립 초반 B2B 컨설팅으로 비즈니스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옐로모바일 지

실제로 세 명의 레코벨 창업 멤버가 모두 KAIST 학

를 하던 시절에는 이렇다 할 경험과 브랜드가 부

원 하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부 및 대학원 출신인데, 저(박성혁 동문)는 황경서

족하기 때문에 인력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많은 분

기술이사와 함께 경영공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습

데, 고객사 측에서 젊은 박사들에게 기대를 해주

들이 레코벨이라는 회사는 알지 못하지만 레코벨

니다. 박사과정 때부터 MIS 전공을 살려 기업의 실

시고 다행히도 그 기대에 실력으로 부응할 수 있

의 고객사를 통해 우리의 추천 서비스를 적어도 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매출을 높이고 고객 이탈

었기 때문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

번 이상 사용해보았다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전

률을 낮추는 등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창업 시 가족들의 걱정이

세계 사람들이 레코벨의 추천 서비스를 하루에 한

쌓아왔습니다. 이렇듯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

컸습니다. 박사 졸업 후, 두 명 모두 대학에서 강

번 이상 쓰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며, 모바

몰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앱 푸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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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고객사를 위하여 초과 매출을 만들어드리겠

※ 이번 동문 인터뷰는 KAIST 경영대학 Facebook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사전 공모받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KAISTBS)

다는 약속만을 강조하였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혁 동문(레코벨 대표이사)

황경서 동문(레코벨 기술이사)

박성혁 동문(레코벨 대표이사)

Autum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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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승휘 기자

미국회계학회 주관 Doctoral Consortium을 가다
KAIST 경영대학 회계분야 박사과정 정재헌 학생
이번 호에서는 한국 박사과정 최초로 미국회계학회 주관
Doctoral Consortium에 참석하고 온 정재헌 회계분야 박사과정 학생을 만나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겸손하고 친절하며, 한편으로는 당당한 정재헌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KAIST인의 표본을 보는 듯했다.
그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먼저 KAIST 경영대학
프론티어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꿈꾸는 일이고,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안녕하세요. 저는 KAIST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

Doctoral Consortium에 참가하기
전에 한국회계학회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을 어떻
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연구 부분은

한국회계학회 면접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

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문화

Financial Analysis이나 Capital Market에 관한

에 영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를 익히기도 쉽지 않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부분입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교환 학생들과

역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교

교류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영어를 접했고,

류를 하면서 언어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

원래는 산업공학을 전공하였는데
회계학으로 전공을 바꾼 이유는 무
엇인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를 읽거나 관련 사이트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 역시 이번 Consortium에

를 방문할 때도 영문으로 된 것을 접함으로써 영어

참가하면서 영어로 인한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

와 익숙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 Top

저는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으로 진로

래서 면접에서 제가 Doctoral Consortium에 참여

School 학생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경영

해야 하는 이유를 영어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언어의 장벽

학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 분야를 공부해

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제 자신을 어필할 수 있

에 많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목표를 가

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

그래서 영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돋보이게 하는 수

지고 회계학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니다.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준비

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후배분들에게도 영어를

‘남자로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볼 만한 학문이다’라

하고 있었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경영공학과에 지원하게

특별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현재 KAIST 경영대학 회계분야 석·박사 통합과정
에 재학 중인 정재헌입니다. 저는 지금 재무회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때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 중에서도 금융, 회계분야처럼 수학
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
고, 많은 고민 끝에 회계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참가한 Doctoral
Consortium에 대한 내용을 중심
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회계학회
의 Doctoral Consortium은 어떤 행사이
며 회계학 박사과정 학생으로서는 어떤 의
미의 기회인가요?

KAIST 경영대학에서 석·박사과정
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그 누
구보다 KAIST 경영대학의 특징과 장, 단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Doctoral Consortium을 준비하면서 KAIST
경영대학의 어떤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하나요?

이글을 보고 있는 석·박사과정 후
배들도 미국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큰 행사에 초대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영어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열
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정재헌 씨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
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미래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에

KAIST 경영대학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학부와 분

참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산업

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국회계학회 주관의 Doctoral Consortium

학생들 간의 친밀도도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스로 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

은 미국 Top Business School 학생들만의

상대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

시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

Event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박사과정 학생은 지

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합니다.

금까지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시너지가 나오

데 올해 한국에서 1명이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어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야에서는 수업이나

서 한국회계학회의 추천을 받아 제가 한국 박사

세미나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Consortium을

과정 학생 최초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Doctoral

준비하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떨쳐낼 수

Consortium는 세계적인 교수님과 학생들만이 참

있었습니다.

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학 박사과정 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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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현식 객원 기자

글. 박은정 기자

KAIST 경영대학 학생들
따뜻한 삶의 온기를 퍼뜨리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4 KMS(Korea MBA Society) 밥퍼나눔활동

‘KAIST Media Frontier 2014’ 현장 방문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오직 남들을 위해서 산 인생만이 가치가 있다.’
바쁜 학기 중에도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KAIST 경영대학인들이지만 아침잠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러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일 것이다.
알게 모르게 부족한 시간을 내어 타인을 돕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필자도 강한 사명감을 띠고 따라 나섰다.

2014년 IT 주요 화두는 무엇일까? 클라우드,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빅데이터가
그 주인공일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9월 19일 오후 최종현 홀에서
‘Business Analytics & D-School’을 주제로 ‘KAIST 미디어 프론티어 2014’를
개최했다.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KAIST 경영대학의 첫 컨퍼런스이자 경영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현장은 약 1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붐볐다.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다.

때는 7월의 어느 이른 아침, 모두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은 엄청난 양의 비빔밥을 준비하
느라 벌써 분주하다. 여기는 벌써 20년째 세계 빈
곤 퇴치를 위한 생명나눔 릴레이로 한 끼 나눔을
하고 있는 ‘밥퍼 공동체’. 셀 수 없이 많은 봉사자
와 후원자들이 준비한 식사가 700만 그릇을 돌파
했다고 하니 그 역사와 기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파급 속도와 그 영향력도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KAIST MBA 학생들 주도로 결성된
서울권 MBA 연합인 KMS(Korea MBA Society)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와인매너, 마
라톤 봉사활동, 학술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
류하며 사회적 책임감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

뒤이어 ‘새로운 경영패러다임과 경영교육의 미래’

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눈에

를 주제로 KAIST 경영대학 안재현 대외부학장과

띄게 열정적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였다. 정오

허순영 교수가 이끄는 패널토의도 마련되었다. 빅

가 가까워지며 내리쬐는 햇빛에 인상이 찌푸려질

데이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

법도 한데, 봉사자들은 식사 하러 온 이웃 분들께

경영의 필수 조건은 혁신을 향한 추진력과 통찰력

미소를 잃지 않으며 뒷정리까지 최선을 다했다.

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확실히 봉사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소규모로
시작한 밥퍼 활동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커지

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KMS KAIST 담당자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KAIST 빅데이터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

이희석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은 “KAIST 미디

고, 당일의 봉사활동만 하더라도 서로서로 봉사하

막상 참여하려 하면 직접 찾아 나서기도 어렵고,

Techno MBA 이새봄 학우의 말은 아인슈타인의

경영연구센터, KAIST 정보미디어 연구센터가 주

사례와 노하우가 주로 소개되었다. 오후 2시부터

어 프론티어는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 전략을 살펴

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까지 낼 수

참여하려고 하면 여러 제약이 걸림돌이 되곤 한다.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다. ‘경영인

최한 이번 행사는 학생, 교수,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시작된 행사는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SAP 형원

보고, 현시대의 IT·미디어 트렌드를 논할 수 있는

있으니 말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누구

들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또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특

준 대표이사), 빅데이터로 소통을 강화하다(서울시

좋은 계기”라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나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실천의 시작’이라는 점

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징이었다. 기업의 지속경영을 뒷받침해주는 도구

정보기획단 김기병 과장), 빅데이터가 어떻게 미래

이번 봉사활동 참여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

에서 경영대학인의 Prosociality에 한걸음 성큼

는 각자의 비즈니스를 활용해 한 차원 높은 사회

로 주목받고 있는 ‘Business Analytics’와 경영교

성장력이 되고 있는가(KT 빅데이터 센터장 김이식

2008년부터 매년 가을, IT·미디어 산업 주요 이슈

게 봉사활동 참여의 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그

다가갔다고 확신한다.

공헌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봉사활

육에서 디자인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상무), 디스쿨과 경영 패러다임의 부상 (SAP 크리

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KAIST 미디어

동을 통해 MBA 과정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이 많은 사람들의 관

스토퍼 한 전무), 사물 인터넷의 빅데이터와 비즈

프론티어’, 빠르게 변화하는 IT·미디어 산업의 선구

의미가 참 깊다. KMS에 속한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봉사활동이야 그 행동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

회공헌 활동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

심 주제임을 반증하는 듯했다.

니스 기회(KAIST 경영대학 김지현 겸직교수) 순으

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내년 행사

여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사실 봉사활동

히 경영인에게 사회공헌 활동은 빠질 수 없는 중

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로 진행되었다.

는 어떤 주제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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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승휘 기자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었다?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

우리에겐 훈민정음 반포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

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에 몰두해서 공연을 관람할

대한 왕으로만 알려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외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은 귀를 즐겁게

에 세종대왕께서는 시각장애를 겪었다. 스스로 시

했고,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명상무는 보는 눈을 즐

각장애를 겪으면서, 이번 공연에 등장하는 ‘지화’처

겁게 했다. 공연을 마치고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는

럼 점복, 독경, 진맥, 음악 분야에서 보통 사람보다

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멋진 공연을 한 국악밴드 ’

특별한 재주를 지닌 시각장애인들을 중용하셨던 세

비단‘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는 국악밴드 ‘비단’
먼저 퓨전 국악밴드 ‘비단’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공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9월,
세종대왕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재로 한
히스토리 텔링 콘서트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가
KAIST 경영대학을 찾아왔다.
이 콘서트는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는 ‘비단’과
시각장애인 명상 예술 전문 기업 ‘춤추는 헬렌 켈러’가
합심하여 만든 콘서트이며, 시각장애를 가졌던
세종대왕과 지화의 이야기를 히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관객에게 들려주는 콘서트이다.
이제 세종과 지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비단’의 팀 명은 무슨 뜻인가요?
예로부터 비단은 최고급 옷감으로서의 가치를 뛰
어넘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나 외교사절
단에게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실 만큼 귀한 의미
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저희 비단도 그만큼 가
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문화예술

종대왕이야말로 시대를 앞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실천했던 진정한 성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view

세종과 지화

연이 어우러진 형식의 콘서트를 하는 팀이다. 전통

우리에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존경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받는 왕인 세종은 선천적인 병으로 점점 시각을 잃

힘쓰고 있는 ‘비단’은 재능기부를 통해 2014년 3월

어가셨고, 50세에 가까워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

에 열린 소치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한국 아이스

을 정도로 병이 심해지셨다. 이처럼 당신께서 장애

하키 대표팀의 공식응원가를 제작하였고, 네이버

에 대한 고통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 공연의 또 다른

해피빈과 함께 ‘굿컬처 캠페인’을 통해 소외계층 공

주인공인 ‘지화’처럼 점복, 독경, 진맥, 음악 분야에

연 기부를 진행하는 등 ‘전통 유산의 사회적 경제가

서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재주를 가진 시각장애

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둘째 주에

인들을 중용하셨는데,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장

데뷔 앨범인 ‘출사표’ 음반을 발매한 비단은 앞으로

애인에 대한 복지와 후원이 그 당시로써는 선진적

도 다양한 전통 유산을 소재로 인문학적 가치가 융

인 정책이었고,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로 세종대왕

합된 ‘고품격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활발한

은 많은 신하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세종대왕께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하고자 저희 팀
명을 비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단’의 악기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비단은 전통 소리와 해금, 대금, 가야금, 타악(모듬
북, 꽹과리, 운라, 정주 등) 등 다양한 국악기로 구
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운라나 정주는 일반적인 국
악공연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악기로, 비단의 공
연을 통해 전통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통 유산의 사회적 경제가치 창출’입니다. 비단
은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의 전통 유산을 소재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

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어 나가셨고, 지화는 이러한 세

공연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는 이처럼 단순히 즐

종대왕의 신뢰를 받으며 장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길 수 있는 공연의 의미를 넘어서서 시각장애인과

종 3품의 벼슬을 받아 이 일은 지금도 많은 장애인

일반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

복지정책의 선구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라의 아름다운 전통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

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강화시키
고 소외계층의 전통문화 수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을 배우고

공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연 전

시각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가까운 곳

곡별로 약 2분간 미니다큐를 상영하는 부분, 현대

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하루였다.

국악공연과 명상무가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었다.
미니다큐를 상영하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의 내레
이션과 같이 상영되었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자막
과 내레이션이 굉장히 조화로워서 내용의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영어자막은 외국인들
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국악을 알리는 데 많은 정
성을 쏟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현대국악공연
은 세종과 지화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 공연이
었는데, 함께 어우러지는 시각장애인들의 명상무
를 실제로 보니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화려한
율동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이 공연
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라는 생각
을 계속하면서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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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류성한 명예기자

Can a Song Save Your Life?

INSIDE ZONE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울려 퍼진 위로와 희망의 노래

록하지 않다.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물론, 올해의 적자 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치열한 흥행 전쟁 틈바구니에 놓인 예술

모는 2천 300억 엔(약 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

영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2006년, 우리나라를 비롯

국, 1958년 상장 후 처음으로 무배당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 전 세계에 <원스> 신드롬을 일으킨 존 카니 감독의 새로운 프로
젝트로 음악영화 마니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긴 어게인>의

유럽의 대표적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비방디(Vivendi)**의 사례

8월 국내 개봉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영화의 선전을 기대했던 관

도 눈여겨볼 만하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수도사업자로 시작, 공

계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여름 성수기와 한가위 시즌을 겨냥한 국

공 부문 사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여 유럽 경제의 호황과

내 대작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넉넉한 개봉관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함께 황금기를 누렸던 이 회사는 경영 환경의 급변과 무모한 사업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개봉일 기준)185개 관에서 약 400회의

다각화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상영횟수로 출발한 <비긴 어게인>은 앞선 관객들의 입소문을 등에

다. 1995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이 영입된 스타 CEO 메

업고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반적인 순서와는 다르게 상

시에(Jean-Marie Messier)는 비관련 다각화 사업들을 정리하고

영관 수를 점점 더 늘려가기 시작했다. 10월 1일을 기준으로 511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성공적인 조직 구조 개편으로 가

관에서 2,400회 이상 상영된 <비긴 어게인>은 다양성영화* 최초

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메시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전환

로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달성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북미의

을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여러 미디어 분야의 기업들을

흥행 수익을 뛰어넘어 전 세계 1위의 흥행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인수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 이르러서는 음악, 영화, 게임, 방송,

이미지_IMDB

통신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성공적인 재기에 안착한 듯 보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긴 어게인>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

다. 그러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무모한 확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대한, 그래서 결국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인생의

2002년에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3억 유로(약 28조 원)의

동반자이자 음악 활동의 동지였던 남자친구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

순손실을 기록한다. 메시에는 CEO 자리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그

을 거둔 뒤 자신을 떠나자 실의에 빠진 싱어송라이터 그레타(키이

책임을 물어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 이후 비방디는 적극적인 다운

라 나이틀리 분)와 한 때는 잘 나갔지만 아내와의 불화로 삶의 의

사이징을 통해 부도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현재까지도 만성적

욕을 잃어버린 한물간 음반 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 분)의 만남으

인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로 시작하는 영화는 이들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을 지니고 있는 영화이지만, 뉴욕의 민낯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길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본질에 다시 집중해야

거리 밴드의 음반 녹음 장면이 <비긴 어게인>의 매력이 꽃을 피우

그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화려하게 복귀한 기

는 지점이다. 예술영화답지 않은 초호화 캐스팅 덕분이라는 둥, 감

업들의 신화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의

독의 이전 작품인 <원스>의 후광 효과라는 둥, 영화음악의 영향력

최근 보고서 <관성(Inertia)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으로 재기에 성공

이 절대적이었다는 둥 흥행에 대한 분석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기업>에 따르면 재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애플, 디즈니,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비긴 어게인>이 우

레고, 도요타)의 공통점은 “자신을 대표하고 고객도 공감하는 ‘자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음악 영화들

리에게 꼭 필요했던 영화이기 때문이었으리라. 다시 시작하고 싶

다움’과 ‘존재이유’를 되찾은” 것에 있다. 그에 비해 단순히 비용 절

어거스트 러쉬(2007) 음악의 끈으로 연결된 가족에 대

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 말이다.

감을 위한 노력이나 기업의 핵심 철학 및 역량과 무관한 신규 사

한 마법 같은 이야기. 영화적 비약이 지나치다는 관점

업 진출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기업들의 말로는 그리 우아하

도 있지만, 최고의 음악감독, 뮤지션들이 참여해 OST

쉽지만은 않은 기업들의 재도전기

지 않았다. 비방디가 재기에 실패했던 이유도 전도유망한 미래 산

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은 기업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와 고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기업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부족하게 했던 탓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멋지게 활약했던 많은 우

절실함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현

리의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실이 항상 해피엔딩일 수는 없는 법. 흔히 전쟁으로 비유되는 기업

보게 된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쟁사들

환경에서라면 그런 기대는 빨리 접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르

의 동향을 살피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겠다. 지난 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중 하나로 손꼽히던 소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리라. 만

마지막 사중주(2012) 리더이자 멘토인 첼리스트 피터

애플과 삼성 등의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며 창립 이후 최대

약에 그 본질이 애초에 없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목소

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베테랑 현악 4중주단 푸가의 골

의 위기에 처했다. 명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과 혁

리를 찾고 당당하게 소리 내야 하지 않을까? <비긴 어게인>의 마지

깊은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베토벤의 음악과 함께

신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전세 역전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녹

막 장면, 그레타와 댄의 용단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까닭이다.

펼쳐지는 인생의 아름다운 불협화음.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또 유쾌하게 담아낸다. 여러 장점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누군가를 위한 노래
2014년, 한가위를 전후로 한 국내 극장가의 성수기
흥행전은 영화 그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우선 1,760만 관객(10월 1일 기준)을 동원하며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명량>을 비롯하여 <해적>(860만),
<군도>(477만), <타짜>(390만) 등 한국 영화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주목을 받은 주인공은
쟁쟁한 한국 영화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비긴 어게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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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다양성영화란 상업영화와 달리
독립된 자본이나 저예산으로 찍은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말
한다. 여러 선정 기준이 있는데 <명량>의 190억 원보다 더 많
은 25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비긴 어게인>의 경우, 음악
을 다룬 예술영화로 평가받아 다양성영화 자격을 얻었다. 개
봉 시, 200개 관이나 하루 840회 이상 상영하는 작품은 신청
할 수 없다.
** 비방디(Vivendi)의 원래 사명은 Compagnie Generale
des Eaux(CGE, General Water Company를 의미)였으며
1997년 Vivendi로, 2000년 영화사업에 진출하며 Vivendi
Universal로 변경함. 이후, 영화사업 부문을 매각하며 다시
Vivendi로 복귀.

추천

인사이드 르윈(2013) <비긴 어게인>의 비극 버전. 구질
구질한 인디 뮤지션 르윈의 너덜너덜한 삶이 소소한 유
머와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코엔 형제의 작가적
구성이 돋보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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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과
경제학

개인의 효용 극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친사회적 행동

사람들은 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주로 심리학에서 해오고
있다.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 또한 사람이 하는 선택 중
하나이므로, 동기와 행동,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관해
분석하는 경제학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

Socially Optima

INSIDE ZONE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사리를 추구하는(Self-Interested) 인간

이 문제이다. 일례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자 오히

은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

려 그 행동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표 사례로, Titmuss의

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 하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자신이 나

1970년 연구에 따르면 헌혈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

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무임승차를 할 수 있으므로 기부

하자 헌혈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즉, 보상이 친사회적인 행동에

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Socially Optimal)

대한 내적인 동기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가 존재하므

것보다 적게 수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로, 다른 이익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설명은 근거가 충분

이러한 것보다는 덜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투

하지 못하다.

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개인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에 고려한

편익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적 설명이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곤 한다. 국가적인 재

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대해서

해가 있을 시 사람들이 구호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논하였지만, 다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다.

른 대가 없이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성과기반모형(Outcome일상적인 사례 말고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Based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사리

Game)’에 관한 실험에서 사람들의 이타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있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타심(Altruism)을 가지고 있기

다. 최후통첩 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참여하여 주어진 금액을 나눠

때문에 그의 효용(만족도, 행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은 자신의 소비

갖게 되는데, 한 사람이 금액을 제시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가정 하

용하거나 거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제안을 받은 사람이 수용을

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있

하면 제시한 금액대로 두 사람이 돈을 나눠 갖고, 거절을 하게 되면

다. 이 모형은 친사회적 행동을 여러 회에 걸쳐 관찰하면 그 때마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된다. 효용 극대화로 이 게임을

다 일정한 행동을 예측하는데(Stable Behavior), 실증적으로 친사

설명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최대한 많은 금액(이론적으로는 금액

회적 행동은 반복됨에 따라 줄어든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설

전부)을 자신이 갖고 최소한의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게 된

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1원이든 10원이든 적은 돈

<참고문헌>
Benabou, Roland. & Tirole Jean. (2005) Incentives
and prosocial behavi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lazer, Amihai. & Konrad Kai A. (1996) A Signaling
explanation for char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1019-1028
Henrich, Joseph., Boyd Robert, Bowles Samuel,
Camerer Colin, Fehr Ernst, & Gintis Herbert.
(2004) Foundations of Human Sociality: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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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Scale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Meier, Stephen. (2006) A Survey of Economic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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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자
오히려 그 행동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라도 받는 것이 돈을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고, 제

또 다른 설명 방법으로, 호혜성(Reciprocity)과 조건적 협조

있다. 대표 사례로, Titmuss의

안하는 사람은 이에 근거하여 아무리 적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상

(Conditional Cooperation)를 이용한 모형이 있다. 호혜성은 다

1970년 연구에 따르면

대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

른 사람들이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개인이 친

헌혈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만 실제로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적당한 비율을 제시

사회적으로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이 모형에서 사용한 호혜성 개

제공하자 헌혈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하고, 너무 적은 금액(총 금액의 20% 미만)을 제시하게 되면 상당수

념은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친사회적 행동에 무임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의 효용 극대화 가정을 그대로 수

승차하는 것과 정 반대 결과를 제시한다. 호혜성과 관련된 현상은

용한다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매번 사
람들이 너도 나도 기부에 동참하곤 한다. 또, 얼마 전 여름을 뜨겁

효용 극대화에서 논리를 확장한 경제학적 설명

게 달구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열풍 역

친사회적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효용 극대화

시 호혜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의 가정을 확대하여 다른 편익을 취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선

30

Frontier

택한다는 식의 설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부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고전적인 경제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

를 과시하기 위한 기부를 예로 들 수 있다. 과시를 통한 만족은 물

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고전 이론을 확장하여 이러한 현상을 분

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편익에 해당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

석하려고 시도해왔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로, Glazer와 Konrad의 1996년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심리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 논리에 따라

는 여러 사례에서 전체 기부 중 익명 기부는 아주 작은 수에 지나

새로운 틀에서 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 아닐

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리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많다는 것

까?

Autumn 2014

31

INSIDE ZONE
정리. 박지용, 최민철 기자

BOOK REVIEW
<유리 감옥> 니콜라스 카
테크노MBA 김경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박종일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서창우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박범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대니얼 카너먼을 행

오늘날 시장경제가 온전한 경제체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지금, 디지

의 대외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2009

동경제학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실업이나 부

털 사상가 ‘니콜라스 카’의 신작 <유

년에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경제학상을 탄 심리학자로만 생각한

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인간

리 감옥>이 발간되었다. 그는 하버드

에 아시아 국가로는 두번째 회원국으

다. Framing Effects 정도가 우리가

관계의 해체, 국제적 차원에서 주기적

비즈니스 리뷰에 ‘IT Doesn’t Matter’

로 가입한 데 이어 2010년엔 G20 정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인 금융위기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

라는 주장과 함께 정보통신기술들

상회의, 2011년에는 부산세계개발원

이 책을 통해 그가 얼마나 참신한 방

으며, 시장화는 점차 전 지구적 차원

의 효용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조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과 반 세기

법들을 통해 연구해왔고, 그의 연구

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에

2010년 발간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전까지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던 최

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심리

대한 대안의 모색은 특히 현존 사회주

들>에서 그의 주장을 다시 강하게 피

빈국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이해

의의 몰락과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 등

력했었다. 신작의 소제목은 ‘기술이

다.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여러 개도

할 수 있다.

에 의해 착종상태에 빠진 듯하다. 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왜 무능해지나’.

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발전 모델을

꽤나 도발적이다.

배우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실로 고무

이 책은 우리의 “빠른 직관(System 1)”

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과 “느린 이성(System 2)”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 간의

인간이 개발한 기계가 과연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게 될까? 그는 우리

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 칼 폴라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자신의 연구를 통해 설명한다.

과연 현재 시장경제는 올바른 근본 위에 서 있는가? 피케티가 말했던 것처

가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찾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분야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 책을 통해 자신

럼 불평등과 같은 사회 왜곡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

사고방식은 단순화 되어가며 게을러진다고 말한다. 검색 창에 실수로 오타

선 영역인 것이 사실이다.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과

의 불완전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

인가? 마르크스는 시장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그 작동 법칙의

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적절한 검색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영

는 달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강의를 개설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고,

긴다. 만약 ‘아, 내가 조금 전에 성급하게 xxx라 말하지 않았더라면’이란 생

내적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아예 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케인스

어 스펠링 조차 정확히 외우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무인자동차가 대중

관련된 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각을 자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느린 이성”이 판단과 행동에 더

는 시장 자본주의 특히 금융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운동을 할

화되고 항공기가 자동화되면 손이 자유로워진 시간에 우리는 과연 좀 더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한국

자주, 그리고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그것을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조절하고 규제해

고차원적인 사고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될까? 어쩌면 그의 말처럼 기

국제협력단(KOICA)에서 최초로 관련 서적을 펴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야 한다고 보았다.

술 개발을 통해 우리는 점점 종속적이며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 준다.

모를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야 하

책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개관부터 시작하여 역사, 최신 동향, 향후 과

책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온다. 학생들에게 “행복한가?”란 질문을 하고 “이

하지만 저자는 자본주의가 상품화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상품화해서는 안

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모니터에서 벗어나는가 싶으면 스마

제 등 폭 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이해를

번 주에 데이트를 하였는가?”란 질문을 하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상관

되는 것들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안정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

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 많은 정보를 접하

돕기 위한 교양 서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기에 무방하다. 하

도가 높지 않은 반면,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응답의 상관도는 높

장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가치인 노동능력을 상품화함으로써,

고, 그 정보들을 마치 스폰지처럼 흡수해내야 할 때도 있다.

지만 책의 일부 장(Chapter)에서는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관리’와 같이

아진다고 한다.

제도와 신뢰의 표시인 화폐를 상품화함으로써, 만인이 공유해야 할 자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토지)을 상품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에는 서울 시내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현대인의 뇌는 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 “빠른 직관”이 행복이란 개념을 데이트 여부로

다. 세계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틈 없이 활동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니콜라스 카의 주장처럼 우리

특히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UNDP(United

바꿔 넣었기 때문에 “느린 이성”이 응답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딪히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경제이론으

는 ‘덤 다운’(Dumb Down, 지나치게 단순화됨)되고 있지는 않을까? 인정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국제연합 개발계획)와 같은 국제기

“느린 이성”이 생각이나 행동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준비와 적절한 자극이

로 폴라니의 문제의식이 각광받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가 서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그의 책 속에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한번쯤

구, 굿네이버스, 월드비전과 같은 개발 NGO들, 그리고 EDCF(Economic

필요하다는 설명을 통해, 왜 사람들이 “제한적으로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

있는 근본, 인간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생각해 볼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 올 가을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이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KOICA 같은

는가 혹은 “집중력(Attention)”이 왜 중요한 자원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를 추천한다.

정부 기관 진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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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글. 박혜림 기자

김민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발자취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맞는 전략 도출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저는 학부 시절부터 석·박사과정까지 줄곧 냉철한
다. 석·박사 과정을 수학한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궁
금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의 경우, 본인이 풀고 싶어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

저는 기업의 최적 마케팅 결정을 위한 실증 모형

을 줄 수 있는 교수진이라면 전공에 국한 받지 않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연구

고 박사 논문 심사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1)제약 산업 마케팅, (2)소

학, 지식서비스공학, 산업공학, 전자공학과 연구자

용하였는데, 이때 기업의 미래지향적(Dynamic)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빅데이터 기반 소셜 미

들과 실제로 교수 연구회를 조직하고 공동 세미나,

시장 경쟁 전략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디어 마케팅입니다. 제약 산업 마케팅의 경우, 헬

논문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융합연구는 연구에

경영대학 계량 마케팅(Quantitative Marketing)

스케어 산업과 연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두리를 짓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끊임없이 배우

전공 연구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

로 이 산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

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국 유수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계량 마케팅의 성장

전히 DTC(Direct-to-Consumer) 광고 효과, 환

및 학제 간 협력을 주도하던 NEIO(New Empirical

자의 처방 요구 효과, 영업 사원의 의사 컨택 시기

Industrial Organization) 분야 지도 교수님들의

및 자원 활용 등을 둘러싼 최적 마케팅 전략에 대

가르침을 받고, 2011년 박사학위 취득 후 KAIST에

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비용 감축 차원

교수님께서 향후 KAIST 경영대학
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
인가요?

부임하였습니다.

에서도 제 연구가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경영 함의(Insight)를

습니다. SNS 빅데이터 활용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도출해낼 수 있는 계량 마케팅 연구를, 높은 목표

교수님께서 KAIST 경영대학에서 강
의하시는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강의하시면서 KAIST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떠하신지요?

KAIST 부임 후 스스로 공부하며 개척해 나가고 있

를 가지되 즐기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미

는 분야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미하지만, 융합 연구의 결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내

공유하는 의료 분야 SNS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고도 싶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스스로 많이 부족

연구하다가 그 관심이 전반적인 소셜 미디어 마케

함을 느끼고 있지만 학생들을 실무적으로나 학문

경영공학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모

팅 쪽으로도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산학,

적으로 잘 인도하고, 추후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

형론’과 ‘마케팅 고급 논제’를 가르치고요, MBA 학

물리학, 사회학, 전자공학 연구자들과의 학제 간

어하는 학생들의 경우 제 평생의 연구 파트너로 잘

생 대상으로는 ‘마케팅 관리와 가격 전략’을 가르

연구 협력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천천히 성과를

육성해보고 싶습니다.

칩니다.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실제 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학문인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

새로운 배움을 향해
항상 열려 있는
KAIST 경영대학 김민기 교수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9월의 어느 날,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김민기 교수를 만났다.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김민기 교수는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경험에서 벗어나,
타전공의 연구자들로부터 배우고, 학생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한계 없이 무한히 뻗어 나가는
열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새로운 배움을 늘 갈망하는
김민기 교수, 그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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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사 생활이나 논문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최신 트렌드에 대해 배우고,
작은 배움에도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
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자들과 함께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사

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현실

학제 간 연구 협력에 대해 언급하
셨는데요, 융합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특히

저는 융합연구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풀고

Chintagunta 교수는 마케팅 분야에서 매우 저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하는 문제가 단일전공에서 풀기 힘든 문제라

한 교수이지만 늘 낮은 곳에 서서 학생들의 작은

면 여러 다른 분야에 연결되어 해결할 수 있습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학계에서의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다. 제가 졸업한 시카고 대학도 융합연구를 장려하

위상에 비해 매우 소탈하셔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

는 분위기였고, KAIST 또한 다양한 전공의 사람

가갈 수 있도록 늘 방문을 열어두시지요. 실제로

흔히 마케팅을 광고 내지 홍보로 오해하는 분들

들이 함께 연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과의 교류에서 생산된 리서치가 정말 많습

이 많은데, 마케팅은 마켓(Market), 즉 시장에 관

예컨대 본원에서는 매월 첫주 수요일에 학과 간 융

니다. 저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로부터

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

합포럼이 정례화 되어있고, 조금 더 심도있는 융합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다. 즉,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Consumer)들에

연구를 원하는 교수들은 교수 융합연구회를 조직

지나친 것들을 학생들에게서 배울 수 있죠. 나이가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업체

해 학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들어서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최신 트렌드에 대해

(Competitors)의 전략적 4P 행위에 관한 게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활용 실

배우고, 작은 배움에도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공

론 기반 분석, 그리고 당 기업(Company)의 역량

증 연구에 관심이 있어, 본원 재직 시 물리학, 전산

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
고 있습니다. KAIST 학생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

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지도교수이신 Pra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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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ZONE
글. 박은정 기자

한번 CISer는
영원한 CISer!
이희석 교수 Lab
‘CIS’ 20주년 기념식
현장 취재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간이다. 하루가 멀다고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서 무엇이든 하나를
20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야
가능한 특별한 일일 것이다.
이희석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의
연구실이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9월 12일 금요일 저녁,
아트리움에서 열린 기업정보시스템,
‘CIS(Corporate Information
System) 연구실 20주년 기념식’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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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입구에 들어서니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지만

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 지난날 울고 웃는 추억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억의 중요성을

준비한 선물이었다. 정성이 담긴 케이크 덕분에 행

을 나날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의 시간은 안

밝은 얼굴의 재학생,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한 졸업

함께 쌓았던 연구실 동기 등 약 50명이 한데 모였

언급하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도 전

사장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이에 힘입어 이어진

팎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했을 것이

생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스

다.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지식경영학회 정재우 회

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영기 박사는 영상

2부에서는 임미희 석사, 김성진 박사, 허동철(경영

다. 모두가 그 고마움을 알기에 시종일관 긍정의

승의 날을 기념해 졸업한 지 오래된 초등학교 은사

장(경영공학)은 “CIS 연구실이 20주년을 맞이했다

편지를 통해 “94년 연구실에 머무르던 옛 추억들

공학 ‘12) 박사과정 재학생 등 참석자들의 전원 소

에너지와 분위기가 감돌았다.

님을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저마다 설렘 가득한 미

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대학생 1명과도 같다”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남

개와 인생 포부 발표가 진행됐다.

소를 짓고 있었다.

서, “CISer의 한 사람으로 성년이 된 CIS 연구실에

는 것은 사람뿐인 것 같다”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대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쉬움을 토로했다.

94년부터 시작된 CIS 연구실은 이희석 원장의 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라는 따뜻한 울타리의 힘
이탁균 동문(정보경영 ‘12)은 “연구실에만 있다가

을 느낄 수 있었던 CIS 20주년 기념식. 학업과 배

많은 선배님을 만나니 매우 기쁘고, 정말 영광”이

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다. 이번 행사가 참석자 모

도아래 많은 석사 및 박사 졸업생을 배출해냈으며,

제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참석한 이희석 원장은

기념식은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라면서, “현재의 배움과 연구를 통해 맹자가 말하

두에게 학업을 넘어 인생의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졸업생들은 교육, IT,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

“오늘 기념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는 뷔페식 저녁을 곁들이며 이희석 원장 감사패 증

는 3가지 행복인 무고(誣告), 한 점 부끄러움이 없

해준 만큼 30주년에는 모든 CISer 구성원들이 보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CIS 연구실의 구성원 모두

라고 환한 웃음으로 첫 소감을 말했다. 더불어 “So

정식, 졸업생 및 재학생의 특별한 선물 전달식이

는 삶, 좋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잘 실천할 수

다 행복해져 있기를 기대해본다.

는 CISer로 임명되어 재학 및 졸업 이후 총동창회,

what we have experienced, no power on

있었다. 이희석 원장의 평소 지론인 “Help People

있었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2시간여 진

SNS 등을 통해 서로 끈끈한 정을 쌓아오고 있다.

Earth can take from us. I am because all of

Grow”란 팻말과 함께 이희석 원장의 미니어처로

행된 기념식에서는 “존경”, “사랑”, “영광”이라는

말로만 들었고, 얼굴만 알고 있었던 졸업생, 졸업

you are.”라며, “삶에 있어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꾸며진 축하 케이크는 정보경영 1, 2기 학생들이

단어가 자주 거론되었다. 연구 당시에는 쉽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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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소식

발전기금소식

가슴이 떨릴 때, 부산에서 다시 타오른 열정
Executive MBA 4기

KAIST 경영대학 동문만 가질 수
있는 평생 메일 계정 30G

이지스엔터프라이즈㈜ (EMBA 7기 이원재 상무)
1,447만 원 상당 LED 스탠드 기증

글. 김봉관 동문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2014년 9월)

KAIST 경영대학에서는 구글 시스템을 기반으
개인 기부
<일반 기부> 주현 EMBA 4기, 박광우 교수
<후배사랑 장학금>
조만희 FMBA 15기 조아라 동문 학부형
구윤모 TMBA 16기

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KAIST 경영대학 동문 메
일 계정을 제공한다. KAIST 입학과 동시에 Portal
에 등록하는 ID로 졸업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경영대학 동문의 경우 포탈ID@

기업 기부
㈜디알비동일, ㈜이브자리, ㈜정식품, 매일유업㈜,
㈜코람코자산신탁, 이지스엔터프라이즈㈜

business.kaist.edu 계정을 자동 부여 받게 된다.
*일반 구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계정은
15G(추가용량은 유료), 경영대학 동문 메일 계정
은 무료 30G!!
교수, 박사과정 학생 연구실에 설치된 LED 스탠드

KAIST 경영대학 동문 계정으로 모든 구글 서비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이원재 상무는…

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연동 역시 가능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이하 이지스)는 효성그룹 계열사로 현 대주주인 최병인 회장(KAIST 우주항공

하다. 동기 간 그룹 주소록 생성도 가능하므로,

과 석사)과 함께 2000년 정보통신관련 신사업을 주도하였으며, 2013년 그룹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KGB

이메일 기반의 동기간 자료 공유도 한번의 클릭

택배, 기웅정보통신, SBM 등의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지

으로 가능해 한층 손쉬워진다.

스는 공동주택관리 ERP사업과 은행, 카드사와의 금융신상품개발 및 VAN사업, 그리고 전자결제사업
(PaymentGateway)을 주요사업으로, 산업자원부, 환경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접속 방법 http://gmail.google.com

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설정 Gmail APP에서 계정 추가
ID, PW 보안을 위하여 Find People에 등록된

금번 이지스의 기부에 큰 역할을 맡은 이원재 상무(EMBA 7기)는 이지스의 금융사업부를 맡고 있는 본

이메일 계정으로 개별 안내

부장으로 국내 최초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과 카드납부 시스템을 기획하였는데, 이는 국내 시
장의 95%를 점유하는 성과를 내었다.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인 아파트아이를 운영하여 새로운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라!"는 말을 따라, KAIST EMBA 4기는 지난 8월 일본

관련 문의 helpdesk@business.kaist.edu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동기 여행에 이어 김현철 대표 양평 별장 번개 모임에서 모의한 대로 부산에 근무하는 동기 원홍재 KT
이원재 상무님, 학교생활을 회상해 볼 때,

본부장 초청으로 부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바빠서 심신이 지칠 정도로 분주한 시기였지만, 우정과
최고의 계절, 부산 엑기스 코스와 먹거리를 놓치기에는 너무 유혹적인 프로그램이었지요.

경영대학 동문만의
자부심을 누리세요~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단체 기부
<EMBA 9기 일동>
고동희, 김대성, 김동식, 김영실, 김은경, 김진규, 김진영
김형재, 김혜진, 김희재, 노갑용, 노명호, 박남수, 박석진
박정우, 서춘관, 송해영, 안정수, 오윤석, 윤민한, 윤삼손
윤태열, 이석원, 이영순, 이호준, 임종성, 장하다, 전휴언
조남국, 조민성, 조응태, 조현찬, 채준호, 최상욱, 한장안
현장환, 현충서
<AIM 39기>
강민수, 김건수, 김대경, 김상균, 김인희, 김진경, 민호기
박진우, 안재영, 우지인, 유명지, 이규필, 이상진, 이준
장상열, 조상열, 조승환, 한권희, 한중길, 허상구, 현성수
<AIM 40기>
강정훈, 곽준연, 김광오, 김상운, 김성수, 김영주, 김인상
김태은, 김현, 김호순, 박동욱, 박수언, 박영태, 박평록
서정원, 성재랑, 이기덕, 이덕형, 이동준, 이민섭, 이선용
이승묵, 이승석, 이진호, 정의철, 주운석, 최민옥, 최병환
최종상, 최희복, 하월규, 한성일, 한재준, 허태영, 황영섭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니 동
기들과 스페인 필드 트립을 갔던 순간으로

태종대에서 갈맷길을 걸어 자갈치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돌아 기장 용궁사의
빡빡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였습니다. 저녁은 유명한 기장 짚불 꼼장어와 부산 Original 금정산 막걸리

경조사 지원,

되돌아가고 싶네요. IE에서의 수업도 아주

로 감동의 먹거리를 해치운 뒤 멋진 바닷가 풍경의 해운대 숙소에 이르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근무

아래 안내를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상적이었고, 찌는듯한 더위에 힘들었지만

를 마치고 KTX로 2차 합류한 동기들을 위하여 밤 11시에 렌터카로 부산역에 Surprise 마중을 나가 모두

안내 서비스 경조사 관련 이메일, 홈페이지, 문자

그래도 유럽역사의 현장을 둘러본 감동은

함께 방자한 늦여름의 열정을 누를 길 없어 해운대 백사장에 퍼질고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찰랑

안내 서비스를 원하는 동문 범위까지 제공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항

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치 20대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동문 전체, 해당 전공, 해당 학번 등)

상 동기들이 모이면 다시 한 번 함께 떠나자

은 문탠로드와 이기대 수변 공원을 거쳐 광안리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화려한 4기 부산 여행의 막을

근조기 서비스 동문 및 동문 가족상을 당한 경우

고 말하지만 다들 현업에 바쁜 관계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네요. 기회가 된다면 동기들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발송하며, 실비가 청구됩

필드 트립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스페인 필드 트립에서

2014-2학기 학업우수상 및
박사과정 우수논문상 시상식

니다.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우정과 힐링의 코스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음 행선지를 목포, 흑산도로

화환 서비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 경조사에

KAIST 경영대학에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은…

의기투합하였고 더 많은 동기들과 함께 하겠다는 열화와 같은 화답으로 백종현 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화환을 발송하며, 실비가 청구됩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공부한 모든 후배들이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지냈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새롭게 시

상 수상자 27명과 함께한 Dean’s Luncheon

작하는 팀원들을 보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곤 하는데, '어제와 같은

행사가 2014년 9월 25일 목요일에 KAIST 경영

참고 www.business.kaist.ac.kr/alumni >

오늘을 보내지 말자' 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면 하루라는 시간

대학 SUPEX경영관 2층 아트리움에서 진행되

“제가 요즘 일보다는 TFTB(The few, the bright 4기 별칭) 모임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라는

News&Event > Alumni Service

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됩니다.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나에겐 “도전 과제”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한민희 학장님과 김

황보용 동기의 표현대로 우리 EMBA 4기 모임은 인기 절정을 이루며 깊어 가는 가을밤과 함께 우정도 더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이 나의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하루하루 도전하면

동석 학부장님이 참석하시어 수상자들에게 격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려와 축하를 전하였습니다.

감동의 남도 추계 여행계획을 야심차게 세우고 있습니다.

욱 깊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EMBA 4기 동기 여러분, 11월에 모두 같이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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