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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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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s…
One Thing in common,
we are all human
Doctorate in Organization and Leadership;
Cross Cultural Management Professor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 John Lennon

As human beings, we are all social beings
who all share and yearn for the same thing.

The bottom line is that people crave

Connectivity, community, a human connection,

connection, meaning, a sense of purpose

a human network. However, in this digital

and contribution. It’s often easier to connect

age, what is "Human Connectivity?" or

on a deeper level face-to-face. But what

"Human Network?". Well, according to the

practices nurture meaningful interactions

text book definition of "human network," it

and engagement with others? Here are

is defined as a social structure composed of

a few ideas drawn from readings and my

individuals, business partners, friends or other

perspective on life:

organizations connected through technology,
social media, using devices such as PCs, cell

1. “Look in the Mirror”. I coin this phrase

phones, and PDAs.

to remind us to not only view ourselves;
but to allow others to see our authentic

This hardly sounds like "human connectivity?"

self. Be yourself. Show your vulnerability.

Where is the element of human touch? How

Show your passion. There is nothing more

do we create genuine connections with others

appealing and sincere than when we

that are both impactful and meaningful? Who

have the courage to reveal our authentic

should be in your human network, and why

selves to each other (warts, blemishes and

is it important to be mindful how we choose

wrinkles all exposed).

the “right” human network for ourselves? So

2. “Live the legend”. Embrace life with your

many questions…

passion and dreams. As you shine, people

So here are some of my insights for you to

around you will feel your energy and the

ponder.

impact you want to have on the world. “If

Wishing you all a healthy and
blessed New Year
- from our family to yours

you don’t know the impact you dream of

Huma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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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how will you know who you want

five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happens if you don’t show up. If you never

in your “human network” to help make this

(Jim Rohn). Given this, it is clear that the

press send on that email, dial that number,

happen for you”

people we surround ourselves with strongly

or walk through the door of your local event,

3. “Be a connector”. Be the person to

influence our “success” or can forecast

you will never find the surroundings you

connect others to others, introduce people

our “failure.” Since our environmental

need. And often times that leads to 99% of

if you think they should meet. This act of

surroundings dictate our success, there

the results … showing up. At the end of the

kindness will find its way back to you.

is no faster, more effective way to fill the

day, that’s the only thing that has lead to the

4. Express gratitude and reciprocate when

gap between where you are and where

connections that have changed my world.”

somebody does something nice for you.

you aspire to be than having the right

5. Celebrate other people’s achievements

passionate and supportive people in your

And my passion? My wish for us all…is best

and important occasions.

human network.

said by John Lennon’s words-“Imagine”

6.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The real

8. Be Present…and show up. Being present

learning happens outside of our comfort

is that you are attending to the person(s)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zone.

are engaged with; active listening, displaying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7. Change your surroundings. Research

sincere interest and full attention-they know

the world will live as one.”

suggests that “you are the average of the

they are your priority. Show up- “Nothing

- John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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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ZONE
글. 박혜림 기자

인맥의 디지털화,
이모티콘이 섞인 몇 마디의 글보다는,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졌을까?

따뜻한 눈빛과 함박웃음, 미세하기 떨리는 목소리,
쭈뼛쭈뼛 들썩들썩 움직이는 몸짓들이 상대방에게

인맥이란 무엇인가? 사람 人과 줄기 脈을 쓰는 이 단어는, 굳이 직역하자면 “사람의 줄기”라는 뜻이다. 식물의 뿌리와 열매,
잎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줄기처럼, 인맥 또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새로운 인맥의 형태가 등장했다.
바로 “디지털 인맥”이다.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Human
Network
디지털 인맥이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시징

자주 접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

마디의 글보다는, 따뜻한 눈빛과 함박웃음, 미세

디지털 인맥, 현명하게 활용해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

기 위해 시작된 SNS가 사람들 간의 대화를 단절

하기 떨리는 목소리, 쭈뼛쭈뼛 들썩들썩 움직이

지금까지 디지털 인맥의 부정적인 면들만 늘어놓

지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의는 사

시키는 것이다.

는 몸짓들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

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디지털 인맥을 버려야만

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시

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디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디지털 인맥이 우리

작된 인맥뿐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친구

털 기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

삶에 주는 혜택은 지금까지 언급된 부작용보다 훨

인맥을 디지털 환경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경우

를 맺고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이

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씬 더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인맥의 영향이 부정

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

유는, 디지털 인맥이 대인 관계의 질보다는 양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일을 소홀하게 하게 되

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

대 관계를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줄기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사

었다. 미세한 감정 공유보다는 직접적인 메시지

하느냐에 달렸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디지털

이어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줄기를 통해 사람들

용자들끼리 서로 친구 수가 몇 명인지, 어제 올린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이것이 바로 디지

인맥을 실제 대인 관계의 대체재로 활용하느냐,

은 이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인들과 아주

게시물에 ‘좋아요’는 몇 개인지 등을 의식하는 것

털 인맥이 낳은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보완재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앞에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이 바로 “관계의 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과 “인맥”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에서 조회 수, 방문자 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

인 관계의 대체재로 활용하는 행동들이다. 즉 디

합쳐졌기 때문일까,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무시할

등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설

게다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

지털 환경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활

수는 없다.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는 동시성이 없다. SNS, 블로그, 메시징 애플리

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문제는 현실에

사람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에 있다. 이를 해결할

케이션, 이메일 등을 통한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서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인맥은 우리의 실제 대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수 있는 것은 여러 명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물음에 지금 답하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답을 해

인 관계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보완재로 활용

디지털 인맥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은 지난 10

소수와의 밀도 있는 관계이다. 즉, 온라인에서 더

도 된다. 심지어 아예 답을 회피해도 된다. 나에

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이에 새롭게 존재하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2014년 기준, 페이

많은 친구를 만드는 일은 순간적인 자부심을 제공

게서 답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는 “디지털” 이라는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스북의 가입자수는 4년 전의 2.5배인 12억 명에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 해결에는 도움

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

현명한 활용법이다.

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방이 지금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

달한다. 전 세계인의

1/6가량이

페이스북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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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된 행동들은 모두 디지털 인맥을 실제 대

지 고려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사람들이 친구, 가족들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또한, 디지털 인맥은 기존 다른 형태의 인맥들과

해 놓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답을 할 수 있는 상황

있도록 돕는 것”이 페이스북의 미션이라고 명시하

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이 되었을 때 답변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

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가 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인 관

게 동시성이 결여된 상호작용은 효율적이라는 장

친구,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요즘 세대들은 면대면 대

점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배려하는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저자 세리 터클은 페이스

화보다 전화를 더 편하게 느끼고, 전화보다는 “글

공감 능력을 잃게 만든다. 가끔 주변에서 SNS를

북, 트위터 등의 SNS가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든

로 대화하는” 카카오톡을 더 편하게 느낀다. 더 쉽

통해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고 주장했다.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가 함

고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듣는다. SNS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

께 외로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우리 주변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캐치하는 것에 서툰

고, 이별 통보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참고문헌>

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습을 보이게 된다. 감정은 글로도 전해질 수 있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의

여러 사람들이 카페에 함께 앉아 서로의 얼굴은

지만, 목소리와 표정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

특성을 악용하면 배려와 공감이 없는 그릇된 인간

Turkle, S. (2012).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Basic books.

보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를

로 전해지는 부분이 더 크다. 이모티콘이 섞인 몇

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

네이버케스트 (2014) <사이버 폭력과 공감능력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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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Network

인맥은 나의 힘!

KAIST와 해외 경영대학에서
네트워킹하기

한 강의를 듣고 와인을 마시며 실습해보기도 했

또한 INSEAD에는 코스프레를 하고 도시

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와인과 케이터링

를 질주하는 Dash라는 행사가 있다. Dash

음식을 함께 먹으며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INSEAD의 대

와인 클래스 행사를 기획한 이새봄(테크노MBA

표 행사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전통 있는

‘14) 경영대학 학생회 대외협력부장은 “타 MBA 사

행사를 통해 학생 간 네트워크는 더욱 끈

람들과 자칫 어색할 수 있는데, 와인을 마시면서

“경영 전략을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 김상균 제일모직 상무(EMBA ’11)

“MBA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밤을 새워
열띤 토론으로 친해진 관계는 어떤 친구 관계보다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다.”
- 권윤희 CJ 인재원 HRD 부장(TMBA ’03)

03

끈해진다.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그 밖에도 해외 경영대학에서는 자선 모금

소감을 전했다.

활동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

해외 경영대학의 네트워킹

다. MIT 슬론 경영대학에서는 매 학기 자선

Global Networking

모금을 위한 경매를 통해 지역 NGO 등을

해외 경영대학의 MBA 과정은 국내 MBA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네트워킹에 더 적극적이

04
03 Wharton MBA Pub 04 Kellogg TG

후원하고 있다. 2013년엔 70,000달러 이상
을 모금하기도 했다. 또한 자선 모금을 위
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스탠퍼

다. 특히 Top MBA 과정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학

KAIST 경영대학의 네트워킹

참고)뿐 아니라, 전공별 총동문회(p.34 참고) 등 각

생들이 오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가 많은

Beer Blast 등 많은 경영대학에서 맥주와 함께 네

드 경영대학은 미국 서부 지역의 9개 경영

과정에 입학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시작하

국내 여러 대학에서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MBA 과정별 네트워킹도 활발하다. 또한 컨설팅 및

것이 특징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은 매년 말 ‘Global

트워킹을 할 수 있는 주간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의 MBA를 초청하여 자선 모금을 위한

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

만, 국내 최초로 1995년부터 MBA 과정을 운영

전략기획 동문 모임, HR Collaboration Day(p.25

Networking Night’ 행사를 세계 80여 개 도시에서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MBA를 통해

중인 KAIST 경영대학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

참고) 등 업무 분야별 모임도 활발하다. 재학생들도

개최한다. 한국 출신 해외 MBA생들의 네트워킹도

공연을 통해 끈끈해지는 네트워크

최한다. 이런 활동은 네트워킹을 하며 사회

성취할 수 있는 목적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다. 경영대학에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분

관심 있는 분야 모임에 참석한다면, 그 분야 사람들

활발하다. 와튼 스쿨 한국 동문회는 ‘MBA의 해병

공연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공

공헌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이다.

야에 많은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3년까지

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본인의 인맥 창출 기회를 만

전우회’로 불릴 만큼 결속력이 탄탄하다. 정기 신

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며 그러

KAIST 경영대학의 MBA, 경영공학 등 학위과정

들 수 있다.

년회를 비롯해 수시로 열리는 골프 모임과 와인 모

한 추억은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든다.

KAIST의 인적 네트워크를

임, 80년대 학번 모임, 기수별 모임 등을 통해 많게

와튼 스쿨은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Follies 행

활용하고 싶다면? FindPeople!

는 연간 10회 가량 동문들과 만난다.

사를 통해 매년 특정 주제에 대해 연극, 뮤지컬, 코

KAIST 경영대학의 인적 네트워크와 네트

미디 등의 공연을 한다. 콜럼비아 경영대학은 매

워킹을 위한 기회 제공은 해외 유명 경영

학생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경영대학의 MBA

1%
18%

27%

MBA
진학 목적

26%

▒ 경력 관리(이직)
▒ 역량 강화(승진)
▒ 자기 만족(배움)
▒ 인적 네트워크 확보
▒ 기타

졸업생은 총 5,800여 명에 달한다. AIM 등의 비학
위과정까지 포함하면, KAIST 경영대학은 국내에

학교에서는 주로 졸업한 동문과의 네트워킹 기회

서 가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를 제공한다면, 학생회에서는 교내 학생들 간의 네

스포츠 대회인 ‘Challenge for Charity’를 개

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한 주의 마무리는 맥주와 함께

학기를 마무리하는 CBS Follies를 개최하며, 하

대학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런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연말에 핼로윈 네트워킹 파티(p.12~13

가벼운 맥주는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친

버드 경영대학의 HBS Show, 미시간 경영대학

MBA 과정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인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학

참고), KAIST RUN(p.20~21 참고), 이웃사랑 자

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은 경영대

의 Ross Follies 등 많은 경영대학에서 MBA과정

적 네트워크가 넓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생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AIST

선경매 바자회(p.23 참고), 경영대학 체육대회

학에서는 MBA 학생들끼리 맥주 한 잔을 하며 한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주최하고 있다.

착각이다. 경영대학에서 네트워킹을 위한

경영대학 출신 모두가 함께하는 홈커밍데이(p.22

(p.24 참고) 등의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었고, 성황

주를 마무리하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01 와인 클래스 02 핼로윈 파티

리에 마무리되었다.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와튼 스쿨의 MBA Pub

상이 차려진 것에 불과하다. 훌륭한 음식의

교내에서의 네트워킹뿐 아니라, 타 MBA 과정 학

이 있다. 교내에 있는 MBA Pub은 170달러의 연회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떠먹어야 한

생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하다. 지난 11월 28일,

비만 내면 맥주와 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일

다. KAIST 경영대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

아트리움에서 KMS(Korea MBA Society)가 주최

주일 수업을 마치는 목요일 저녁이면 모든 MBA 학

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내 행사에 참여하

하는 와인 클래스 <Business and Wine>가 열렸

생들이 이곳에 모여 맥주와 함께 한 주를 정리하며

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지름길이

다. KMS는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켈로그 경영대학에는 맥주

서울대, 성균관대의 6개 대학의 MBA 과정을 다니

와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TG(TGIF, Thank

면 ‘FindPeople’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추

경력 관리(27%), 역량 강화(28%), 자기 만족(26%)

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내 MBA의

God It’s Friday)가 매주 금요일 교내 아트리움

천한다. ‘FindPeople’ 앱을 설치하면, 동문

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확보(18%)를 위해 MBA 과

발전과 MBA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조직

에서 진행된다. 특히, 2주에 한 번씩은 특정 클럽

(정보 공개 허용 사용자)을 모두 찾아볼 수

정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실제 MBA 졸업

됐다. 이날 와인 클래스에는 6개 경영대학의 MBA

에서 후원을 하거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기도 한

있다. 그들에게 정중히 연락한다면, 인연이

과정 5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와인을 고

다. 그 외에도 스탠퍼드 경영대학의 LPF(Liquidity

28%

[출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8%
13%

4%

MBA
학위로 얻은
효과는?

42%

33%

▒ 경력 전환
▒ 인맥 형성
▒ 연봉 상승
▒ 전문지식 습득
▒ 실무역량 강화

[출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MBA의 진학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01

생들의 경우, 경력 전환(42%)과 인맥 형성(33%)을
MBA의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08

Frontier

02

르는 법과 오감을 통해 와인을 마시는 법 등에 대

Preference Function), NYU 스턴 경영대학의

05 Wharton Follies 06 INSEAD Dash

05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는 훌륭한 밥

다. 그리고 KAIST 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없더라도 동문이기에 기꺼이 반갑게 맞아
06

줄 것이다.

Wi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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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성태 기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경험적 선물로 네트워킹하라
명절이나 특정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연말연시 선물 추천’, ‘졸업입학 선물 추천’, ‘설 선물 추천’ 등,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그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르는 일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무거운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 부담을 대신 지울 대상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묘수가 될 만한 선물은 손쉽게 검색되지 않는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서,
검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선물을 찾기에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대의 고민을 거쳐 우연히 결정된 선물이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준다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Human Network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같은 선물, 다른 생각
Human
Network

심리학 분야에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것이다. 받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주는 사람에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들 간

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값비싼 선물이 나을 것이

의 심리적 거리는 좁혀질 것이다.

라 믿지만, 받는 사람은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하
게 감사함을 느낀다(Flynn and Adams, 2009).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경험적 선물

또한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학 와튼스쿨

물을 주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은지를 전

(Wharton School)의 박사과정 학생 Cindy Chan

달한다고 생각할 테지만, 받는 사람은 요청한 선

과 Cassie Mogilner 교수도 ‘Experiential Gifts

물을 받을 때 더욱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Gino

are More Socially Connecting than Material

and Flynn, 2011). 이처럼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

Gift’라는 주제로 경험적 선물의 효과에 대해 연구

는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하고 있다. 경험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 선

선물의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

물을 받은 사람보다 선물을 준 사람과 더 연결된

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

다고 느끼며, 그 이유는 선물을 소비할 때 생기는

려면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감정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용할 때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경험을 선물하라

감정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동물인

2000년대에 들어 경험에 대한 소비자 심리에 관

예를 들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람은 더욱 행복함을 느끼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중 경험을 선물하는

정보나 사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사람과 더 가

경험적 선물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깝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질에서 생기

기존 물질적 선물이 보석처럼 계속 소유할 수 있

는 감정은 짧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경험에서 생

행복해진다면 주는 사람에 대해

는 유형의 것이라면, 경험적 선물은 콘서트 티켓

기는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된다(Nicolao et al.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처럼 받는 사람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선물이라 할

2009). 따라서 경험적 선물을 소비할 때 생기는

것이고, 그들 간의 심리적 거리는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경험적 선물이 물질적 선

감정이 더욱 오래 지속되어 강할 것이고, 선물을

좁혀질 것이다.

물보다 관계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준 사람을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 Chan

진행되고 있다.

과 Mogilner의 주장이다.

행복함을 증폭시키는 경험적 선물

경험적 선물로 기회를 잡자

최근 미국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캠퍼스

선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Joseph K. Goodman 교수는 ‘Do Experiential

있다. 교수님들께는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의미

Gifts Lead to More Happiness?’라는 주제로 경

로, 부모님께는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친구들에게

험적 선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Goodman 교수

는 우정의 의미로, 연인에게는 크리스마스 기념으

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물질적 선물이 경

로 경험적 선물을 주자. 경험적 선물이라고 대단

험적 선물보다 받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

한 것이 아니다. 커피 기프티콘 한 장을 선물하여

으로 예상해 이를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험을 선물하

하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경험적 선물을 받을

는 것이다. 이처럼 그 선물 덕분에 할 수 있는 경

때가 물질적 선물을 받을 때보다 더욱 행복함을

험을 강조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욱 행복해질 것

느낀다고 Goodman 교수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고, 나와 그와의 심리적 거리도 더욱 가까워질

물질적 선물보다 경험적 선물을 사용할 때 더 많

것이다.

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 때 더욱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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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선물보다 경험적 선물을

때문이라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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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의 첫 핼러윈,
2014 KAIST Halloween Networking Party!

본격적인 파티는 경영대학의 밴드동아리 쥬크박스

는 의상을 입은 학우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해적,

Networking Party는 학교에 활기를 불어 넣고 학

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쥬크박스는 핼러윈에 어

고양이, 조커, 백설공주 등의 코스튬뿐만 아니라

생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한 유쾌하면서도 의미

울리는 선곡과 편곡으로 파티를 흥겨운 분위기로

각 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교환 학생들도 보였다.

있는 행사였다.이러한 학내 행사들이 좀 더 다양해

이끌었다. 쥬크박스의 공연은 한민희 교수님의 멋

멋진 의상을 입은 학우들 중 Best Costume Prize

지고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해본다.

진 피아노 연주로 이어졌는데, 핼러윈 파티에서 듣

를 주는 시간이 마련되어 파티의 대미를 장식했다.

는 아리랑 연주가 특히 인상 깊었다.

2014년 10월 30일, KAIST 경영대학의 SUPEX 경영관 아뜨리움은 하루 이른 핼러윈을 맞았다.
이번 파티는 경영대학 총학생회와 KAIST Talk* 동아리가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한 시간 일찍 찾은 아뜨리움은 파티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KAIST Talk의 여러 외국인 학생들이 행사 준비부터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총학생회 국제부 부장이자

* The KAIST Talk is a student club at KAIST

파티에는 공연뿐 아니라 여러 콘텐츠가 준비되어

KAIST Talk의 멤버인 사회적기업가MBA 최희화

College of Business with members who are

있었다. 그 중 서양에서 핼러윈에 주로 하는 Apple

학우는 “Halloween Networking Party는 KAIST 경

interested in celebrating diversity in our

Bobbing을 직접 볼 수 있었다. Apple Bobbing은

영대학 내 한국인-외국인 구성원 간 활발한 교류

quite international 21st century. The club's

물에 뜬 사과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물어

및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처음 기

mission is to enhance intellectual & social

옮기는 게임이다. 빠르게 입으로 사과를 옮기는 학

획한 행사여서 걱정과 함께 힘든 일도 있었지만,

experience of students and faculties at KAIST

우가 있는 반면, 사과를 물지도 못하고 얼굴만 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들과 교류할

by actively promoting fun and memorable

에 흠뻑 적시는 학우들로 인해 재미있는 장면이

수 있어 좋았다. 행사 준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multicultural interactions.

연출되기도 하였다.

경영대학과 행사에 참석하여 즐겨주신 학우분들
께 감사 드린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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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의 백미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멋진 코스튬

학내에 매년 열리는 행사로 만들어갔으면 한다”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티에도 멋지고 재미있

소감을 밝혔다. 이번 KAIST 경영대학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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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으로의 과감한 도전,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에 성공하다
PT.KREON 유재우 동문(Techno MBA ’12) 인터뷰
유재우 동문님 안녕하세요!
먼저 KAIST 경영대학 가족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둘째 대기업이 아닌 회사, 셋째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회사,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에 있는 중견 IT 기업인 KREON은 이 세 가지를

안녕하세요. KAIST 졸업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두 만족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우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막상 국내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을 때, 잠시 흔들

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KAIST

리기도 했는데, 결국 MBA과정을 졸업하면서 세운

입학 전에 미국계 제약사인 한국화이자(Pfizer

기준을 따라가게 되더군요. 자카르타 생활, 좋지만

Korea)에 있었고, 좀 더 역동적인 산업에서 일하

은 않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고 싶어 KAIST MBA를 선택했습니다. KAIST에
스페인 IE Business School MBA에 입학했고,

개발도상국 소재의 회사를
원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KAIST-IE Dual Degree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으로의 취업이 안정적인 커리어와 균형

KAIST의 마케팅 학술동아리인 M.I.N.에서 부회장

잡힌 삶이라면, 동남아 취업의 가치는 ‘새롭게 열리

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고 있는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인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인 KREON에 조인해서 지금

한국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후배들의 이력서를 살펴보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국에서 있었던 온라인 게임의 태동이 최근 몇 년

면, 잘 썼다고 감탄하는 경우보다 ‘조금만 더 다듬

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온라인 게임

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더 많았어요. 이력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현재 일하고 계신 PT.KREON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성공했던 온라인, 모바일

서와 더불어 Linked In(비즈니스 네트워크 인맥 사

사업 모델을 그대로 이 시장에 이식해도 성공할 가

이트) 관리도 필수입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동

능성이 있다고 봐요. 2억 5천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남아에서도 Linked In을 활용한 채용이 많이 성사

KREON은 인도네시아 소재 게임 퍼블리셔입니다.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더 매력적이고 다

되고 있어요. 이력서와 Linked In 관리를 철저히

퍼블리셔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이내믹한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가 달

하세요! 당장 내일 Linked In을 통해 기업 Global

텐데요. 한국의 넥슨이나 중국의 텐센트처럼 국

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Talent Manager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외 개발사의 ‘게임 판권’을 사서 로컬 시장에 서

장기적으로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성공을 향한 발

비스하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KREON

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 1년 수학하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욕심이 생겨

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서비스 되고 있는 온라인 게

해외 취업을 원하는 후배들을 위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십시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최소 5년은 인도네시

장 선도 기업입니다. 아직 한국, 중국, 북미의 대형
퍼블리셔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빠르게 커

노하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해외 취업을 정

비해 넓은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 근육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로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

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도 IT

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

사업 개발 쪽에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기업을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외 취업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

예전에 제약 회사에도 있었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떤 어려움이 있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일해 보았지만, IT 부문이 확실히 재미있고 역동적

금 더 구체적인 취업 노하우를 이야기해보자면, 이

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 IT 시장에 전

MBA를 졸업하면서 기업을 선택하는 데 제 나름의

력서 관리를 가장 먼저 뽑고 싶습니다. 본인의 스

문성을 지닌 사업 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IT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발도상국 소재의 회사,

토리가 담긴 이력서 한 장은 글로벌 채용 시장에서

안의 세부 전공은 앞으로 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 상위 5개 중 3개를 서비스 하는 M/S 1위의 시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도 과감한 도전에 성공한 동문이 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임 퍼블리셔 PT.KREON에 취업한 테크노MBA 12학번 유재우 동문이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딘 유재우 동문.
해외 취업에 대한 그의 솔직한 의견과 노하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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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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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김성태 기자

새로운 내일의 키워드,
‘혁신과 변화’의 주역을 만나다
혁신·변화관리과정(AIC) 27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실장 남궁성 동문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 지점장 조정란 동문
금융 위기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CEO의 중요한 역량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기준(New Normal)
이 기존의 기준(Normal)까지 바꾸는 세상, 혁신과 변화는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자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열쇠가 됐다.
혁신   .변화관리과정(AIC)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CEO를 위한 경영자과정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AIC과정의 남궁성, 조정란 동문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KAIST AIC과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 강의에서 배운 것은 머리를 열게 만들고 맑게

습니다. 특히, 조직의 장으로서 구성원을 먼저 섬

남궁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의 힘을 길러줍니다. 강의가

기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주목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7년

조정란(이하 조) ‘혁신’과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갖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5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택에 저희 광양

정도를 오직 이동에 쓰는데, 이 시간을 가치로 창출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사장님의 열린 사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의

지점은 개점한 지 10개월 만에 전 지점 중 성과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15km/h로

고 방식에도 영향을 받았고, 전라남도의 슬로건

나래에 빠져들어요. 예를 들어 조직과 인사에 대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로 보는 세상을 책으로 써 오직 주변

인 ‘즐거운 변화, 부드러운 혁신’ 덕에 늘 ‘혁신’과

해 강의를 들은 날이면,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원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언론에

인을 찾아내 분석해야 한다는 인과관계 분석을 어

남궁 저는 일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을 중학생도

AIC과정이 소개된 것을 보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떻게 우리 조직에 접목시킬지 끝없이 고민하고 실

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싶습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멀지만 꼭 찾아가 배

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이동이라는

갖게 해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이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남궁 경영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인맥 칵테

남궁성(이하 남궁) 교통 전공으로 도시공학 박사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장으로서 구성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나만 아는 방사

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

학위를 받았지만 경영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

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형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복

을 배웠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

었습니다. 그러던 중 AIC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

적용할 수 있었어요. 또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 집

합형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네트워크

나까지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KAIST 경영대학 가

고, 6개월 단기 과정이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

행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마케팅 같은 경영이론이

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에 인연을

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 충실한 커리큘럼을 가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

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AIC과정이 13년 동안 27기

영적 인사이트를 얻었고 녹음과 메모를 통해서 배

까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여있

운 것을 끊임없이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의 200% 이상을 만족시켜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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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님께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든 경영대학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조 ‘소상공인 종합주치의’로 제 자신을 브랜드화하

남궁 새로운 식구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배

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소

려해주시는 가족분들께 매우 감사 드립니다. 또

상공인에게 단순히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라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AIC 27기 동기분들께는

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제가 신뢰할 만하고, 도움

법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담긴 강연과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길과 관심으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로 오래 이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AIC과정에서 배운 것이 하고
계시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시작한 27명의 AIC 27기 동기분들뿐만 아니라 모

Human Network 관리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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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박지용 기자

1등 DNA, 권영수 동문을 만나다
LG화학 사장 권영수 동문(산업공학 ’79)
KAIST 경영대학의 신임 동문회장에 권영수 LG화학 사장(산업공학 ’79)이 선출됐다. 권영수 동문은 경기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KAIST 경영대학에서 산업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LG전자에 입사해 CFO,
재경부문장 등을 거쳐 2007년부터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LG화학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권영수 동문은 2007년 대규모 적자이던 LG디스플레이를 맡아 취임 첫해에 흑자를 달성하고 LG디스플레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데 이어, LG화학 역시 취임 2년 만에 중대형 배터리 시장 1위로 성장시키며 ‘1등 신화’를 쓰고 있
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끊임없이 세계 1등을 강조하는 ‘1등 DNA’를 지닌 권영수 동문을 만나보자.

먼저 KAIST 경영대학 동문회장
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부탁 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에는 미래의 경영
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LG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 LG화학의 경
영자로서 선배님께서는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선배
님을 이끌어준 인생의 가치관과 신
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표하시는 꿈은
무엇인가요?

적당한 목표는 늘 적당한 성과를 가져오기 마련입

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처럼 여러
분야를 경험했고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니다. 경영자는 늘 세계 최고, 세계 1등이 되겠다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는 꿈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세계

한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자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있으면 안됩니다. 과거 성공 체

요합니다.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그들에

험은 잊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는 입장에서

대한 지극한 관심이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

겸손히 노력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요?

을까요?

훌륭한 동문이 많은데 동문회장으로 선출되어 부
담도 되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혼자서 세계 1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쁜 일상 중에 여가 시간에는 주
로 무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운동을

LG그룹은 미래 핵심 사업으로 2차
전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고, 실제 선배님께서 LG화학 사장 취임 이
후, LG화학을 중대형 전지 시장(전기자동
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1위에 올려놓
으셨습니다. 미래 핵심 사업으로 2차 전지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배님께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
공한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
소위 ‘올챙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선배님
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경영대학 재학
생들에게 ‘이것은 꼭 해봐라’라고 말씀해주
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하고 있어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등산을 가며, 스

저는 학창 시절에 솔직히 공부는 별로였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보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도 궁금한 것,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보았습

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

니다. 그것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에 전념할 수 있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인생의 승리자

습니다. Mobility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커질 것

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대학

가 되는 것은 가끔씩 닥쳐오는 고난에서 어떤 교훈

입니다. 환경과 Mobility의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접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라고 조언하

을 얻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목된 시장인 2차 전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고 싶어요.

있는 지혜로움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럼을 연주하곤 합니다.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마지막으
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승리자는 승리만을 맛보며 승승장구하는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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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글. 최민철 기자

뛰어서 남 준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KAIST RUN 행사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친한 친구들

KAIST RUN 행사는 정보미디어MBA 진효진 동문

를 통해 처음으로 마라톤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

이 다 같이 참가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답을 하였다.

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뛰어서 남 주는 달리기’

다.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마라톤이 더욱 큰 도

를 모토로 한 2013년 달리기 기부 프로젝트로 출

전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를 무사히

여러 참가자들이 ‘기부라는 좋은 목적’에 이끌려

발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 교수, 교직원과 지

끝내서인지 KAIST RUN 부스는 마라톤이라는 큰

마라톤이라는 도전을 하게 되고, ‘함께한다는 것’

인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가한 첫 해 행사에

도전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

에서 나오는 힘으로 완주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서는 온라인 모금활동을 통해 600명의 기부자로

함에서 우러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KAIST RUN은 참가자들에 행복감과 소속감을 안

뛰어서 남 주는 마라톤,
2014 KAIST RUN 현장에 가다

부터 1,900만 원을 모금하여 77명의 다문화 어린

2014년 11월 9일 오전 9시. 입동이 지나 제법 쌀쌀한 일요일 아침 중앙서울마라톤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잠실 올림픽 공원을 오른쪽에 끼고 양재대로를 달리고 있다. 이 길을 따라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장미공원과 10km 코스의 종점이 보인다. 중앙서울마라톤은 풀 코스 대회 외에도 기부 및 자선 활동 단체를 위해
비경쟁 10km 코스를 마련하였다. 10km 코스 종점을 조금 지나서 보면 KAIST 이름이 쓰인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바로 KAIST RUN 참가자들을 위한 장소이다. 그곳에는 참가자들의 휴식을 위한 장소와 포토 존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몇 명의 참가자들이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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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주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기부와 도

이들의 과학 교육을 후원한 바 있다.

행복과 소속감을 안겨주는 KAIST RUN

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KAIST RUN은

올해는 중앙서울마라톤대회에서 234명의 KAIST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완주 소감을 물어본 결과,

점점 더 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RUN 참가자들이 함께 뛰었다. 이 중 24명이 풀

‘기분이 뿌듯하고 좋다, 마라톤 참가를 계기로 논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모금

코스에 도전하였고, 210명이 10km 코스를 달렸

문을 더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이

규모도 훌쩍 성장하였다. 구성원들 사이에 인지도

다. 올해에는 11월 30일까지 총 3,000만 원을 모

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또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부와 도전을 함

금하여 234명의 어린이에게 창의융합과학캠프를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께하는, 뛰어서 남 주는 아름다운 마라톤. KAIST

후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마라톤 경험이 없고 달리

RUN은 계속해서 KAIST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기를 평소 즐겨 하지 않음에도 기부라는 뚜렷한

소중한 문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학업, 연구 및 각종 업무에 열중하는 KAIST 구성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완

원들이 강한 체력을 요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

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참가 동기에 대해

하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가

서는 ‘달리기를 통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이번

자 중에는 기존에 10km 코스나 풀 코스를 완주해

계기로 마라톤을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등의

Wi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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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ZONE

POWER ZONE

글. 박용진 기자

글. 백승휘 기자

경영대학 동문들이 한 자리에!

나누면 커지는 행복,
KAIST 경영대학 이웃사랑

2014 KAIST 경영대학 Homecoming Day
지난 11월 15일(토) 저녁, 대우조선해양 건물 1층에서 KAIST 경영대학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4 KAIST 경영대학 Homecoming 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문회 임원, 경영대학 교수, 대외협력실, 재학생이 함께
준비한 행사는 6시부터 AIM 33기 박경림 동문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Homecoming Day는 예년과 다르게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핑거푸드와 와인이 준비되어 자유롭게 오가며 음식을 즐기고 동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사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되었고, 이어 5Rocks
창업자인 노정석 동문이 올해의 동문상을 수여 받
았다. 매년 Homecoming Day 행사에서는 동문
들의 추천을 받아 학교와 동문회 임원의 투표를 거
쳐 동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대
외부학장 안재현 교수는 Homecoming Day 행

Fundraising Market 2014!
예로부터 우리에게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정이 오고 가서 훈훈함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KAIST 경영대학에서도 바깥 날씨는 춥지만 꽁꽁 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특별한 Fundraising Market?

사 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예년과 달

이번 Fundraising Market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

리 학교를 벗어나 준비한 행사를 잘 치른 것 같다.

파는 것을 넘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석한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

눈길을 사로잡았다. 점심시간에는 기부하고 싶은

Homecoming Day의 하일라이트는 동문들 간의

수 있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고정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극을 느낌과 동시에 더

작은 온정이 큰 사랑으로

이 주가 되어서 물품을 기증 또는 판매하여, 그 수

만큼 가격을 내고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2시와 5

다양한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석 일신창업투자 사장, 권영수 LG화학 사장, 노정

발전된 KAIST 경영대학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2014년 12월 2일 KAIST 경영대학에서는 작지만 따

익금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행사이다. 행사 2주

시경에는 눈치 경매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을

는 총 세 번의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는데, 첫 번

석 5Rocks 창업자, 박일환 ㈜아이리버 대표이사,

소감을 밝혔다.

뜻한 행사가 열렸다. KAIST 경영대학은 매해 연말

전부터 물품을 모아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행사 당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오창화 KAIST 경영대

째는 전공 선후배 간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전공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원준 엑

역대 최다 동문이 함께한 2014년 KAIST 경영대

이웃사랑 자선 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봉

일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과 교직원, 학생들의 관심

학 학생회장은 ‘다양한 판매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

별 네트워킹,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산업계 선배 동

센추어코리아 대표, 조남성 삼성SDI 사장, 한민희

학 Homecoming Day는 동문들의 자부심과 결집

사 활동을 하고,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

에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행사는 오전 11시에

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만족스

문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이었다.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 교수, 허필석 마이다스에셋자산

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쟁쟁한 동문들의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었는데, 판매

러워 했다. 그래서 취재를 하는 동안 이번 KAIST

출신으로 각 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11

운용 대표이사, 홍준기 前 웅진코웨이 대표이사를

참여와 네트워킹을 강조한 알찬 구성은 참가한 모

하고 있다. 이번에는 Fundraising Market을 기획하

대에 오른 거의 모든 물품이 판매되어 행사를 더욱

경영대학 학생들답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

명의 동문들이 한 테이블씩 멘토로 자리 잡았고,

비롯한 여러 선후배들의 만남에 시종일관 웃음꽃

든 동문들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하였고, KAIST 경

여 안 쓰는 물건도 팔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자선

풍성하고 뜻깊게 만들었다. 모금된 금액은 약 400

보였던 이번 Fundraising Market 2014는 좋은

이를 중심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동문들

이 만발하였다.

영대학의 밝은 미래를 Homecoming Day를 통해

행사를 열어 온정을 모았다.

만 원으로 이 수익금은 청량리 지역의 한부모 가정

취지를 넘어 누구나 참여해 즐기고 경험할 수

이 자유롭게 테이블을 찾아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지난 2년간 총 동문회장으로 수고해 준 고재호 대표

확신할 수 있었다.

Fundraising Market은 KAIST 경영대학 구성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다.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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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정 기자

글. 박은정 기자

우리의 열정은 짓궂은 날씨도 막을 수 없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올바른 리더십의 해답을 찾다!

2014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

‘제3회 KAIST-HR Collaboration Day’ 현장 방문기

지난 봄 세월호 사고 애도의 일환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가 10월 31일 양평 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교수 및 직원, 학생들의 바람과 달리 날씨는 비록
흐리고 비가 내렸지만 활기찬 분위기만큼은 쾌청한 날씨의 그것 못지 않았다.
2014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취재했다.

올바른 기업경영과 개인 커리어 개발의 중요한 공통분모는 네트워킹이다.
기업 간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심에 HR이 있다. 지난 11월 18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세빛섬에서 열린 “KAIST-HR Collaboration Day”의
뜨거운 인적 교류 현장을 취재했다.

커다란 전세버스 4대를 앞세우며 공원 정문에 들

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모두가 한 팀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이번 학기 다양한 교내 활

어서니 행사를 알리는 산뜻한 플래카드가 참가자

으로 뭉쳐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잊고 열심히 경

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대회 덕분에 미처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했다. 본격적인 운동을

기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한인구 교수는 “학생과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앞두고 저마다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상기되

직원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참 좋다”면서, “농구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어 있었다. 前 한민희 경영대학장은 “경치가 매우

단체 줄넘기 등에 참여 예정인데 매 순간 최선을

좋은 곳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인 만큼 모두가 즐겁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게 참여하면서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면서, “특히,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적어도 10쌍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에 이어 3회째를 맞은

기꽃이 피면서 금새 화기애애해졌다.

를 자청하면서 “혁신을 염두에 둔 KAIST의 커리

“KAIST-  HR Collaboration Day”는 KAIST

총 16개 기관에서 참가한 이번 행사는 LG 디스플

큘럼이 기업 발전에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

오창화 학생회장은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

경영자과정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으며, KAIST 경

레이 김현주 담당의 ‘사내 인재교육 사례’ 발표를

라 확신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점심 이후 빗방울은 더욱 거세졌지만 짝피구, 줄다

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매 순간 임했던

영대학과 기업 HR 관계자들 간 정보 공유 및 네트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었다. 예술 경영이 주목 받고

리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비를 맞으면서도 저마다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내년 행사는 더욱 알

워킹을 통해 바람직한 인재경영과 기업의 인사이

있는 트렌드에 맞춰 ‘창의 조직문화를 위한 예술적

훌륭한 리더를 통해 회사 내 조직 역량을 극대화

이상의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길 희망한다”며 재치

강한 승부욕을 보이면서 체육대회 열기는 좀처럼

차게 준비해서 더욱 멋진 가을 체육대회가 될 수

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번 다른 주제

개입’을 주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환 교수의

시키는 것은 HR의 목표이자 기업 발전에 토대가

있는 행사 소감을 전했다.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종일관 웃음이 넘쳐났다.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 특강과 기업의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특강도 열렸다.

되는 길이기도 하다. ‘Beyond Knowledge’를

본 행사는, 그동안 ‘Talent Management’, ‘빅

안재현 KAIST 경영대학 대외부학장은 “한 나라를

표방하는 K A I S T 경영대학의 “ K A I S T - H R

청팀과 백팀으로 나뉜 경기는 4인5각, 축구, 농구,

우승은 발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두각을 나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것은 추억을 공유하고 소통

데이터를 활용한 인재경영’ 등 HR 부서의 주요 관

잘 이해하려면 그 주변을 봐야 하듯, 경영에서도

Collaboration Day”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올

단체 줄넘기, 농구, 발야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저

타낸 백팀에게 돌아갔다. 개인 부분에서 각 종목

하는 정도와 비례할 것이다. 나보다는 우리의 소중

심사를 반영한 강연을 진행해왔다.

넓은 시야 확보는 필수”라면서, “KAIST와의 인연

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모두의 발

마다 응원 열기에 힘입어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

별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남슬기(사회적

함을 배웠던 2014 KAIST 경영대학 체육대회,

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을 위해 지혜를 나눌 줄 아는 만남의 장으로 거

는 고조되었다. 누가 교수, 재학생, 교직원인지 쉽

기업가 MBA ’13) 학생과 함께 커플상을 받은 샤

‘우리’를 위해 땀 흘렸던 하루 동안의 시간은 모두

초반에는 다소 서먹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클래식

게 구별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옷으로 양 팀을 구

샤( Sascha, 이탈리아, 테크노MBA 교환학생 )는

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기타 공연이 시작되고 HR이라는 공통화제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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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날 것임을 자신한다.
이영렬 S-Oil 상무는 KAIST 경영대학의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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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류성한 동문(경영공학 박사)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의욕만 너무 앞선 탓이
었을까, 이들은 막내 단원의 어이 없는 실수로 사막 한 가운데
에 덩그러니 위치한 엉뚱한 마을에 도착하고 만다. 자신들이 타

이미지_IMDB

고 온 버스가 내일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오며 설상가상으로 수중
에 이집트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멘붕’에 빠진 이들을
동네 레스토랑 주인인 ‘디나’가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설프게 시작한 소통, 음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다
이 영화의 강점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라는 큰 갈등 구조 안에
서 경찰악단이 처한 절망적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소도시 사람들
의 무료한, 그러나 나름의 고민과 무게가 있는 삶이 오묘한 조화
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치
적 표현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등장인물들 간의 소통을 유쾌
하게 다룬 감독의 감각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다.

The Band's Visit

INSIDE ZONE

요소다. 자신의 경험과 인맥에 기대어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통이다. 심지어 그 누군가가 나와 적대적인 관계
에 있다 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 역
사에서 가장 존경 받는 임금들 중 하나인 정조가
반대파의 수장으로 자신에 대한 독살 시도의 배후
인물로까지 의심 받았던 심환지와 지속적으로 편

악단의 멤버들은 ‘디나’의 도움으로 둘씩, 셋씩 흩어져 마을 주민
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애매한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
들은 어설픈 영어로 말문을 열었지만 어색함을 감추기에는 역부

지를 주고 받으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
적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음악이었다. 문제의 막내 단원 ‘할레드’가 순수한 마을 청년 ‘파

리더 불통 시대: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피’에게 연애 비법을 전수하며 부르는 쳇 베이커의 ‘My Funny

대한민국의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Valentine’, 손님들 앞에서 부부끼리 다투는 애매한 식사 시간, 한

설문에서 10년 뒤 한국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일스 데이비스의 ‘Summer Time’ 같은

능력으로 ‘소통 능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족이었다. 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감독이 선택한 것은 결국

소통의 본질을 생각하다

어느 악단의 예기치 못한 조용한 방문

유명 재즈곡들은 물론이고, 고리타분한 단장 ‘투픽’과 자유분방한

의미심장하게도 현재의 리더들에게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 출신인 에란 콜리린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 <밴드 비지

‘디나’의 데이트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랍 음악들은 영화의 매

능력으로 꼽힌 것도 바로 이 ‘소통 능력’이다. 지금

<밴드 비지트-어느 악단의 조용한 방문>

트-어느 악단의 조용한 방문(The Band’s Visit)>은 2007년 개봉작

장면에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소통을 완성시키는 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의 불통을 단

으로 제60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

법 같은 역할을 한다.

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겉으로는 소통의 탈을

2012년 옥스퍼드대 출판사 선정 ‘올해의 단어’인
‘Omnishambles(총체적 난국)’처럼 2014년의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을까?
그 수준과 내용만 달랐지, 언제나 분노와 낙담을 안겨주었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간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안겨주었던 문화계에서도 사건·사고들이
연달았다. 그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 대표의 직원들을 향한 폭언 파문.
특급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한 여성 리더의 무지막지한 언행과
적반하장 격의 대응 방식을 접한 뒤 복잡해진 머리 한 켠으로
오래 전에 감상했던 이스라엘 영화 <밴드 비지트-어느 악단의
조용한 방문>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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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후 도쿄국제영화제, 유럽영화제,

쓰고 있지만 아직도 견고한 성벽 안 제왕적 리더의

뮌헨영화제 등에서도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으며 전미 비평가 협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다른 단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인 ‘시

회에서 선정한 외국어 영화 TOP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몬’이 어느 마을 청년의 집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신의 협주

속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곡을 들려주며 여러 이유들로 마지막 부분의 완성이 어렵다는 고

우리의 기업들이 소통의 기업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경찰악단이 이스라엘 한 소도시의 공항에

민을 토로한다. 그런 ‘시몬’에게 그가 던지는 한마디가 이 영화 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회장님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고의 대사다. “그냥 그렇게 끝나도 괜찮지 않나요?”

과의 대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호칭제’

가 없다면 단지 특이한 설정의 유쾌한 영화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

다. 그러나 소통은 계급장을 떼는 것에서 시작하는

러나 한국과 일본 이상으로 깊은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이집트와

소통의 기본 조건: 편견을 버릴 것

것이 아니다. 또 자주 만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이스라엘의 외교적 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 영화의 진가를 한 발짝

악단 멤버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진솔한, 그러나 과하지 않은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진짜 소통은 단 하룻밤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하룻밤 동안의 소통을 보며 그 교향악단 대표가 간과한 소통의 기

보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

본 조건을 곱씹어본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도 괜찮다는 이야기 속에서 시작

알렉산드리아 경찰악단은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이스라엘의 지

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무지는 편견보다 진

한다. 우리 정부의 ‘소통 정책’이, 또 우리 기업들의

방 도시에 새로이 문을 여는 아랍문화원의 개관 축하 공연에 초

실에 가깝다.’는 말을 남겼다. 얕은 지식에 갇혀서 자신의 기준으

‘소통 경영’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청을 받은 이들은, 이번 공연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진솔한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저해

소통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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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민철 기자

이지만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 B가 있다고 했을 때, 그룹
A의 한 명과 그룹 B의 한 명이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 둘의 관
계는 그룹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유대
중에 가교 역할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가교는 약한 유대로 이루
어진다. 만약 이들의 유대가 강한 유대라면 이들 둘만 알고 지낼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가 그룹
A, B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 A, B의 구성원들끼리 밀접
하게 연결된, 하나의 그룹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교의 존재는 보
다 큰 네트워크 단위(제시한 예에서는 A, B 구성원 모두를 합친
네트워크에 해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의 전파도 약한 유대가 있음으로 해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에서 가교가 존재하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가 가교
가 없을 때에 비해 급격히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얼마나 먼지의
척도를 뜻한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두
다리 건너 아는 사이’에서 ‘한 다리’, ‘두 다리’가 네트워크 상 거

Human Networking

INSIDE ZONE

리 개념에 해당한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과도 가교 역할
을 하는 한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가 되
듯이 가교 역할을 하는 약한 유대의 존재는 거리를 크게 단축시
킨다. 가교 역할로 인해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보 전달 역시 훨씬

휴먼 네트워크 속에
숨겨진 힘,
약한 유대(Weak Ties)를 보다
휴먼 네트워크, 관계적 자본, 인맥으로 표현되는 양질의
인간관계는 성공을 이끄는 자원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깊은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미덕으로 여기고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얕은 관계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러한 관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정리하고, 오로지 깊은
관계만을 챙기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깊은 관계의 중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약한 유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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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해진다.

약한 유대가 중요하다면, 인간관계에서 유대가 강하다거나 약하
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에서

친밀하게 아는 관계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정보도 비슷할 가

유대의 강도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친하고, 자주

능성이 높은 반면, 약한 유대관계 간에 오가는 정보는 새로울 가

보게 되는 관계는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고, 소위 지나가면서

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정보 외에 중요한 정보는 약한

를 맺을 기회도 주어진다. 이로 보건대 인간관계에

인사만 한다거나 알지만 어색한 관계는 약한 유대라고 생각할 수

유대로부터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라노베터

있어 약한 유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

있을 것이다. 엄밀함을 요하는 연구에서는 유대의 강함에 대한 보

가 자신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설문의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그

대된다.

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약한 유대의 중요성에 대해 학문적으

는 보스턴시 근교에서 최근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을 대상

로 접근한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Mark

으로 임의로 설문하여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사람

Granovetter)이다. 그는 1973년 연구 논문에서 유대의 강도를 결

과 그 사람과의 평소 접촉 수를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직업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줄
약한 유대에 대한 고찰

정짓는 요인으로 함께 보낸 시간, 감정적 강도, 친밀함, 관계를 특

을 소개해준 사람 중 매주 2번 이상 만나는 친밀한 관계는 전체의

강한 유대의 중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

징짓는 상호 간의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요소들의 강도에 따라

16.7%에 불과하고, 1년에 한 번 초과 매주 2번 미만 만나는 관계는

을 정도이다.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에게 더욱 진

강한 유대, 약한 유대, 그리고 유대가 없는 관계로 나눌 수 있다.

55.6%, 1년에 한 번 이하 만나는 관계는 27.8%에 이르렀다.

실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깊은 관계를 지

그렇다면 약한 유대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

속해나가는 것은 행복한 삶과 인생의 성공에 필수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약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것이다.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

약한 유대의 중요성

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 교환이나 각종

하고, 때때로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기 쉬운 약한

약한 유대가 네트워크에서 하는 첫 번째 역할로, 가교(Bridge) 역

동호회, 지역 모임 등이 더욱 용이해졌으므로 이러한 모임으로 연

유대 관계는 흔히 하게 되는 생각보다 더욱 중요

할을 들 수 있다. 가교 역할이란 네트워크에서 소그룹과 소그룹을

결되는 약한 유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쉬워지게 되었다. 주

한 역할을 한다. 휴먼 네트워크 속에 숨어있는 약

연결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로 함께 아는 친구들 여

변의 친밀한 인간관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

한 유대의 힘을 보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

럿이 모인 한 무리를 그룹 A라고 하자. 여기서 같은 성격의 무리

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

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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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토머스 셸링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문성길

<콰이어트–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수전 케인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김보경

<충동의 경제학>, 하노 벡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김동연

<야성적 충동>, 로버트 쉴러, 조지 애커로프
경영공학부 석사과정 이택민

‘미시동기와 거시행동’은 ‘갈등의 전략’

나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 불만이었고, 때때로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Homo Economicus; 호

‘야성적 충동’이란 말의 기원은 우리가 경

을 저술한 토머스 셸링 교수의 저서인

불안하기도 했다. 가끔은 외향적인 친구들을 보면

모 에코노미쿠스)이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

제학 시간에 자주 접했던 경제 사상가 ‘존

데, 셸링 교수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

서 부럽기도 했고 나도 원래 저런 성격이라면 좀

게 합리적인 인간, 자신의 욕구와 선호도를

케인스’가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인

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5년 노벨 경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향적으로 바뀌기

정확히 알며 경제적 최선을 찾아내어 그대로

본성을 나타낼 때 처음 사용한 말이다. 영

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특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다. 하지만 역시나 어떤 모

행동하는 존재를 뜻한다. 이것은 미시경제학

어로는 Animal Spirits이고 한국어로는

히 게임이론에 대한 조예가 깊다.

임에서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 이후에

이론의 기본 가정이지만 인간 사회가 정말로

야성적 충동, 동물적 본능 등 여러 가지

는 나도 모르게 피로감이 몰려왔고 그렇게 외향적

이기적이고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인

단어로 해석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미시동기와 거시행동은 경제적인 현상

인 척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이 책이

간들에 의해 돌아가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

바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

을 설명해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

내성적인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는 걸 알고는, 내

밖에 없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유독 경제학

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단하지만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

성격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에 꼭 한 번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

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에서는 인간의

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현실을

제목과 같이 이 책은 인간의 비경제적 본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주로 작가가 이와 연관시켜 언급한 이슈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

분마다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사회에 어

요즘 사회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입사시험, 대학입시 면접에서도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면서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늘 나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인격보다도 성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독자들이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

격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이 가지는 파워풀한 강점

예를 들어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

민을 하면서 책을 써내려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부분에서는 우

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각 부분마다 셸링 교수의 통찰력을

들을 연구한 여러 결과와 내성적이었던 위인들을 예로 들어가며 외향적인 사람

에게 경제적 손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리가 어떤 Animal Spirits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 선택에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 가령 ‘고속도로에 정체가 어떻게 일어나게

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내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것보다 덜 좋거나

응징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경제 정책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두 번째 부분에

되는지’, ‘아이들의 성별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등 우리 생활

기피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를

오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경우에는 반대를 표시하고 어떤 경

서는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는 가설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8

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할 때 ‘제발 나를 지목하지 않았으면’하기도 하지

우에는 저항하지 않는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거기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

누구나 수긍할 만한 논리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만, 내향적인 사람은 신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더 좋은 리더가

서 패턴을 인식하고 법칙을 만들어 맹신하는가?’ 등 저자는 이러한 현상

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왜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다. 이를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된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

들의 오류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와 같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 저자는 그 원인을 인간의 야성적 충동에

주장한다.

서 찾아보려 한다. 그래서 경제학적 내용뿐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도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계기
가 될 것이다.

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금융위기 이후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내가 KAIST 경영대학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내향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기 연구에 조용히 열중하는 모습, 그리고 확실하
물론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딱딱한 수

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는 사람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

결과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오류를

마지막으로 책을 읽다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수식으로 정리된 깔

식에서 벗어나 보다 덜 형식적이며 유연하게 경제 현상을 고찰해 볼

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 책을 읽길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성격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 오류가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

끔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예와 가설로 생각을 전개하고 있어서 책을 읽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얻은 안도감과 편안한 마음을 나와 비슷한 또

해 가장 합리적인 자연의 선택이었음을 설명한다. 인간은 항상 이성적으

으면서도 딱딱한 문체에 괴로워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꼭 느꼈으면 좋겠다. 통계적으로 두어 명 중 한 명은 내향적인 사

로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이라

들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

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내향

는 하드웨어에 냉철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문

융위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궁금하거나, 인간의 심리, 본성에 관심이

적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드웨어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보는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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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승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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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농구 동아리와 KCB

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 위주로 활동을 진행할 생각
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계 기업 방문, 중국계 기
업인 인터뷰, 명동 같은 거리에서 중국 관광객 인터
뷰 등을 통해서 사업 정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회장 테크노MBA 홍분분 Josep

그리고 저희 가족이 중국에서 Lightening
Equipment, Plastic Recycling 공장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동아리원들과 직접 방문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권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1
동아리 회장 경영공학 박사과정 주재현 학생

네, 저희는 단순히 동아리원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

중화권에 관심이 있다면?
KAIST China Business, KCB로!

이번 호에서는 KAIST 경영대학 정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2015년에 정식 동아리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두 동아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신규 동아리인 만큼 더욱 활기차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친목과 농구를 동시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농구 동아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 외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나요?

KCB는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KCB는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화권의 교류가 활

KCB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관심 있거나

현재 격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기회도 점차

먼저 간단한 동아리 소개를 부탁합니다.

미래에 그 지역으로 취업,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미팅마다 발표자가 정해져, 그 발표자가 토의 주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동아리는 이에 발맞추어 중

KAIST 경영대학 농구 동아리는 농구를 사랑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친목 도모 동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있는 주제에 대

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멤버들 간 의견 교환을

화권 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지식을 공유

아리입니다. 학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돕습니다. 발표자는 동아리원이 될 수도, 외부의 전

하고 친목을 쌓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려는 목

해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친분을 쌓고 일상 생활에 활력

모임을 통해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친목으로

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첫 모임

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언

소를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맥을 넓히는 것 또한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바

을 가졌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많은 사업 아이디어

제나 지원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KCB의 문을

입니다.

를 도출하였습니다.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은 많은 수업과 시
험으로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스포츠라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으로 농구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농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정식 동아리
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체육관 대관이나
다른 학교 농구 동아리 및 사회인 동아리와의 시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농구장은 5:5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식 규모는 아니고, 비가 오거나 추
운 날씨에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야외 코트입니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운동하
기에 충분한 환경은 아니므로 인근 체육관을 대관하여 실내에서도 꾸준히 운동
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동아리는 농구의 실력과 상관없이 농구에 관심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이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들 ‘운동 동아리’라고 하
면 해당 종목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만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하기 쉽지만 저희 동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저희 동아리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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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설립
KAIST는 11월 초 혁신적 사업 모델과 사업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청년 창업

2014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개최

녹색성장대학원 ‘EEWS 포럼 2014’ 개최

활성화를 위해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를 설립했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는 사회적 기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지난

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EEWS 포럼 2014’를 개최했다. EEWS 포럼은 ‘에너

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직후부터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자금 및 각종 지원 시스템

11월 28일 서울 삼성동 흑돈가에서 열렸다.

지(Energy), 환경(Environment), 수자원(Water),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적 자산 관리대행 및 특허전략 수립 자문 △종합 경영 진
단을 통한 성장 전략 제시 △회계  .  법률  .  인사  .  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 분야에 걸친 인큐베이

특히 이번 행사는 정보미디어 경영대학

기술을 경영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고, 개선방

원의 역사를 함께 의미 있게 되돌아보기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기업가는 주기적 모니터링과 경영진

위해 경영정보(MIS), 텔레콤, 정보미디어,

단 및 성과관리가 이뤄지며 KAIST 산학협력단과 사회적 기업가 MBA, SK 사회적 기업가 센

정보경영 동문 및 재학생이 처음으로 한

이번 포럼은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과 KAIST EEWS 포럼, EEWS 연구

터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 모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KAIST 이재규 녹색성장대학원장, EEWS 포럼 현치

다양한 전공의 동문 및 재학생 약 100여

웅 공동회장,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 한국거래소 강기원 부이사장 등이

설립 자금은 지난 8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00억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

명은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도 선후배 및

참석했다.

됐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에는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가 선임됐다.

교수진들과 돈독한 네트워킹을 쌓기 위

녹색성장대학원은 11월 28일 ‘기후에너지 시대의 기업 경영 전략’을 주제로 쉐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에너지 新 산업의 미래’ 특별 연설을 맡았으

해 참석, 행사에 열의를 보였다.
강성모 총장은 “혁신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자들이 늘어나

며,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 국장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과제’를,

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제도나 지속적인 투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태였다”며 “혁신적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ETS 국제 동향 및 연계 방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업모델 기반의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 투자 및 육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주회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제1회 KAIST 경영대학
2014 Case Competition 개최

지난 12월 5일(금), “제1회 KAIST 경영대

2014 KAIST 금융인의 밤 개최

학 2014 Case Competition”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월 초부터 17개 팀이 출전
해 제안서 작성, 사례 작성, 최종 프리젠
테이션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이 수상팀이 결정되어 시상식
을 거행했다.
대상

“카카오의 성공, 그리고 다음”
이원일, 김형욱, 송민섭, 윤영진
(이상 Techno MBA)

혁신. 변화관리과정(AIC) 27기 일본 워크숍 개최
차세대 CEO 양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인 혁신   .   변화관리과정(AIC) 27기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즈오카 및 나고야에서 있었던 이번
워크숍은 27기 재학생 및 교수진들의 적극적 참
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참석자 모두는 ‘니시오 정밀’, ‘야마하’, ‘도요타
테크노뮤지엄’ 등의 혁신 기업 방문을 통해 일
본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일본 비즈
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우수상

지난 12월 2일 ‘2014 KAIST 금융인의 밤’이 금융전문대학원 동문 및 교수진 100여 명이 자리
한 가운데 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마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치열한 금융산업의 현장을 달린 동문들의 수고와 열정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
사에 참가한 졸업생들은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친분을 더욱 강화하면서, ‘KAIST 금융동문’
이라는 로열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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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신화 골프존, 성장동력을
유지할 것인가?”
오창화, 안가원 (이상 TMBA),
백승휘 (경영공학)

“서울시 고척 돔구장 회고
: 의사결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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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AIM) 41기 인도네시아 연수 개최

최고경영자과정(AIM) 총동문회
연례 등산 및 문화여행 전개
최고경영자과정(AIM)은 11월 1일부터 2일까
지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AIM 총동문 및 가
족을 대상으로 연례 등산 및 문화여행 프
로그램을 치렀다. 모든 참석자들은 높이
3,100m의 금오산 등산과 함께 순천만 및 약
8.5km 코스의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을 통
해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KAIST 경영대학 “소원을 말해봐♬”
지난 12월에 진행된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에
최고경영자과정(AIM)은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참여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KAIST 경영대학이

서 해외연수를 전개했다. AIM 41기 재학생 및 동문, 교수진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경제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성장과 소득 수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를 직접 체험하여 성장하는 비즈
니스에 대한 올바른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Salim Group’, ‘Medco Group’, ‘Korindo Group’ 등 현지 기업 방문 △송유황 KOTRA
관장의 ‘인니시장 이해와 진출 방안’, 박영식 인도네시아 공사의 ‘조코위 인도네시아 신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특강 △송창근 인니 KOCHAM 회장, 윤춘성 LG상사 전무, 최상
학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행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고경영자과정(AIM) 총동문 골프대회 개최

최고경영자과정(AIM)은 지난 10월 29일 한성 CC에서 AIM 총동문 및 재학생,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KAIST 총창배 총동문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맑은 날씨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데 모여 모교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행사 내내 인적 네
트워킹을 위한 결속력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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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나 자신에게 약속해 주고 싶은 것
경공 2013 오지윤 :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새로운 사람
들과 잘 지내기 경영공학부 김준식 : 초심을 잃지 않고 강의와
연구를 잘 수행하자 ME 2013 김현도 : Do Not Procrastinate.
Work Hard, Play Hard, Love Hardest Gpp 2014 녹색 허당
남 : When a Window Closes, a New One Opens Up! MFE
2013 썸남 :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할아버지 : 즐거운 삶 용
주 아빠 : 2015년에도 주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한 사람
이 되자! Kabatesi : Hardworking and Confidence PMBA 인
화 아빠 : PMBA 졸업 전에 사업 시작하기 Danny : I Gotta Pass
the Exam 미쓰경영자과정 : 건강함 유지하기, 봉사활동하기
4726님 : 논문 꼭 한 편 써내기 TMBA 2014 4162님 : Be More
Productive 경영공학 2013 이명구 : 무슨 일을 하더라도 판단력과
동기를 잊지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지면서 살기 경영대 동
문 : 건강 회복하기 경공 조군 : 책 많이 읽자 금융MBA 2008 이종
원 : 가족과 유럽여행 Finance MBA 2007 전영호 : 식이조절을 통
한 체중 줄이기/건강관리, 최대한 시간 내서 계리사 공부하기/많
은 과목에서 합격하기 경영공학 송명진 :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
고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용기 드리기, 연구 잘 마무리 해서 좋
은 논문으로 졸업하기 PMBA 나상욱  : 졸업 멋지게 하기 정보경
영 2012 정형주 :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
는 것 IMMS 윤상혁 : 2015년 말에 2014년도처럼 나 자신에게 후
회 없이 살기 경영공학 박사과정 박성준 : 계속 주어진 길을 걷
는 것 TMBA 2009 야생꿀땡이 : 자격증을 하나 꼭 따자 TMBA
2oii님 : 다이어트!! TMBA 2010 공주영 : 시험 합격 IMBA 2009 강
병성 : 내년에도 병원 안 가기 IMBA 2011 이용일 :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여 부서원들에게 인정 받는 것 FMBA 2014 Altantuul
Tsogtsaikhan, Tuul : To Be a Strong Good Studend :) TMBA
2014 Hung Bun Bun : I Will Secure a Job In Investment Bank
Or a Big Company In Hong Kong Or Korea. EMBA 2012 8311
님 : KAIST MBA 출신으로서 돈 많이 벌어 학교에 기부하자 피티
파커 : 10kg 더? PMBA 2013 Timkim : 2015년에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 매주 3회 이상의 운동
하는 습관을 갖는 것,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 마스터를 위한 발
판을 마련하는 것 EMBA 2011 이현주 : 건강도 챙기고, 신규 사
업도 런칭하고, 열심히 살자 IMMBA 2011 허종오 :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기 안 가르쳐주지~ :   In The Upcoming Year, I Would
Like to Attend More Conferences and Present Research on
Topics Specific to Mentoring and Literacy at All Levels. TMBA
2001 Arete : 2014년 여름부터 동서양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지식에 철학을 접목하는 시도인데, 내년에도
꾸준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내년 말쯤이면 한 해 동안 공부한 책
이 100권이 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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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홈커밍데이 행사 후기 Event 당선작
홈커밍데이 준비와 진행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졸업 후 처음 참석한 홈커밍데이… 말 그대로 집에 돌아간 느낌이랄까. 많은 선후배분들과 인사하고,

행사 진행이 마음에 들어서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

정다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학교와 동문 여러

다. 평생회비를 납부했는데 동문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는

분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더욱 발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동문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궁금합니다. ^^

금융MBA ’08 조용재 동문

IMBA ’10 정상원 동문

이번 홈커밍 행사에 참여하면서 재학생, 교수진, 교직원들께

홈커밍데이에 학생 봉사자로 참석하여 행사 진행도 돕고 동문들도 만날 수 있어서 뜻깊었던 자리였

서 정말 많이 준비하신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 나오는 느낌

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스타 동문으로 초대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래 사진은 박경림 동문과,

을 받았습니다. 같이 참석한 동문님들과도 소감을 나누었지

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금융MBA ’10 백승훈 대리)
3년 연속 후배사랑 장학금 기부

테크노MBA ’14 이새봄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2014년 12월)

KAIST

             

재학 시절 연구실에서

만, 이렇게 후기를 쓸 기회가 있어서 더욱 좋네요. 참석하지
못한 다른 동기들에게도 이번 홈커밍 행사는 내용, 장소, 현
장 진행, 전후 준비 등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수준

개인 기부
<일반 기부>
주현 EMBA 4기,이영태 AIM 36기, 박광우 교수
<후배사랑 장학금>
백승훈 FMBA 15기
조만희 FMBA 15기 조아라 동문 학부형
구윤모 TMBA 16기

이 되는 MBA 행사였다고 전해줬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
지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MBA ’02 최크리 동문

2014 홈커밍데이 - 사진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정보경영 ’12 윤상혁 동문
2014 금융인의 밤 행사에서(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동문회 임원단께

본인과 산업은행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오늘 동문회 홈커밍데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고재호 사장님과 권영수 사장님 간에 평화적인 정권 교
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DSME 건물을 사용하게 허락해 주시고, 보헤미안 싱어즈 공연을 주선해 주신

금융MBA 2010학번 백승훈입니다. 현재는 한국산업은행 잠원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은행입니다.

고재호 사장님의 통 큰 후원에 권영수 사장님도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내년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박경림 님의 사회 속에서

멋진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KAIST 졸업생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얼마 전 금융인의 밤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금융전문대학원 졸업생 중에 바쁘신 와중에도 1기부터 100명이

오늘 참석해 주신 두목회 여러분들, 조두희 사무국장님, 이범홍 부회장님, 고용식 부회장님, 김태년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못 오신 분들도 마음만은 모두 함께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경림 씨의 총괄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시종일관 밝고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보헤미안
싱어즈의 공연이었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공연은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모두 함께하며

홍인기 교수님의 즉흥 노래 장기자랑(그리운 금강산, 가고파 등 2곡)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셨고요.
오늘 행사를 준비해 온 문현경 대외협력실장님, 정나래 선생님,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와준 재학생 여
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넘는 동문이 모이니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총회 같았습니다. 그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요. 오래간
만에 뵌 여러 교수님들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매년 후배사랑 장학금을 기부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장학금이 많아지면 비싼 학비를 내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한 모 경영대학이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큰 규모의 기부금을 모아 빠르게 발전하는 모
습을 보며 KAIST 경영대학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작더라도 매년 기부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지요?
오늘 행사의 말미에서, KAIST 경영대학 동문회 활성화 위원회의 수장이신 김동석 교수님께서 이번
동문회를 계기로 동문회에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일하실 분들을 모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기원해줬습니다

입학했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홍릉캠퍼스라는 낯선 장소에서 처음 보는 동기들을 만나 새롭게 시
작하던 그때는 여러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설렘과 기대감이 참 좋았고, 다시 가지기 힘든
소중한 기억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뀐 이범홍 부회장님께 2015년은 비상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모든 동문회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에도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MBA ’99 차봉수 동문(경영대학 동문회 재무이사, 행사 총괄)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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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업 기부
㈜디알비동일, ㈜이브자리, ㈜정식품, 매일유업㈜,
㈜코람코자산신탁,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단체 기부
<EMBA 9기 일동>
고동희, 김대성, 김동식,
김형재, 김혜진, 김희재,
박정우, 서춘관, 송해영,
윤태열, 이석원, 이영순,
조남국, 조민성, 조응태,
현장환, 현충서

김영실,
노갑용,
안정수,
이호준,
조현찬,

김은경,
노명호,
오윤석,
임종성,
채준호,

김진규,
박남수,
윤민한,
장하다,
최상욱,

김진영
박석진
윤삼손
전휴언
한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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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미디어MBA 6기>
김기훈, 김민우, 김지연, 김현돈, 박소연, 박원영 ,배경룡
배상훈, 이상엽, 이선옥, 이수진, 이종수, 이진영, 한아람
한준택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홍릉에서의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 짧으니 졸업할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내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도 고운 정 미운 정이 든 KAIST 경영대학을 동문으로서 함께 기억하자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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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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