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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금융공학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전문기관을 탄생시킨 산파. 임진왜란을 예견한 율곡 이이와 같은
긴 안목을 지닌 교육 행정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여름에도 웃옷을 벗지 않은 교육의 표상. 우리나라의 경
제 위기를 극복한 환란의 해결사이자 탁월한 경제관료. 지난 20여 년간 KAIST 경영대학 초빙 . 겸직교수로 재직한 이
규성 교수를 칭하는 말이다. KAIST 경영대학은 퇴임을 맞은 이규성 교수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Honoring
Ceremony’를 개최했다.

Honoring Ceremony
지난 3월 4일 KAIST 경영대학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20여 년간
KAIST 경영대학의 초빙 . 겸직교수로 재직한 이규성 교수의 학교설립에 대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의 결실인 모교 역시 ‘이규성 강의실’과 함께 영원히

한 공헌 및 기부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규성 교수 강의실 명명 행사

내려와 이규성 교수에게 큰절을 하여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발전,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마친 서병기 동문은 단상에서

인 ‘Honoring Ceremony’를 개최한 것이다. 행사에는 이규성 교수와 가족,
경영대학 교수, 직원, 졸업생을 비롯해 외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인생의 가장 큰 성취

제33대 재무부 장관과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코람코 자

이어 이규성 교수가 단상에 올라 감사를 전했다. 이 교수는 “강의실 명명은

산신탁 회사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의 명망에 걸맞게 진웅섭

학교 발전에 공헌한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내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유지창 유진투자증권 회장, 윤용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

외환은행나눔재단 이사장, 이현승 SK증권 사장 등 재계를 리드해 온 주요

전문 인재를 길러야겠다고 결심한 시점부터, 이후 KAIST 경영대학 교수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KAIST 강성모 총장의 영상 메

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한 과정을 회고하며

시지에 이어, KAIST 경영대학 김동석 학장, 금융공학 1기 서병기 동문(신영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힘을 보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증권 전무)의 감사 인사와 이규성 교수의 기념 강연 그리고 감사패와 꽃다

성취”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현실에

발 증정 등이 진행됐다.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금융의 향도가 되어
더욱 큰 발전을 이뤄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끝으로 기념 강연을 마쳤다.

당신은 영원한 KAIST의 가족입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금융공학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學而不思罔 思而不學殆

에 이규성 교수님의 선견지명과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 성장도

‘Honoring Ceremony’를 통해 KAIST 경영대학에 ‘이규성 강의실’이 탄생했

없었을 것”이라며, “교수님을 KAIST의 역사로, 가족으로 기억하겠다”고 전

다. 이규성 교수, 김동석 학장 및 주요 관계자들은 ‘이규성 강의실’ 제막행

했다. KAIST 경영대학 김동석 학장은 “금융공학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하

사에 참석하고 강의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강의실에 게시된 “배우기만 하고

던 시절, 어떻게 금융공학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생각함이 없으면 허망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위태하다(學而

지금 생각해봐도 이규성 교수님의 혜안과 추진력에 감탄하게 된다”며 인사

不思罔 思而不學殆)”라는 문구가 적힌 현판을 살펴보며 감회에 젖기도 했

말을 시작했다. ‘금융공학의 대부’ 이규성 교수가 미래를 보고 금융전문대학

다.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규성 교수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강조하던

원 설립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KAIST 경영대학을 이끌어 온 공로에 대해 감

문구이다.

사와 존경을 표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규성 교수
Honoring Ceremony

Frontier Spring 2015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금융공학을 탄생시킨 이규성 교수를 기억하기 위한 ‘이규성 강

뜻깊은 자리에 제자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는 말

의실’은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그의 강의를 들었던 동문들은 물론 앞으로

로 운을 뗀 서병기 동문은 “교수님은 늘 다양한 지식을 고루 갖춘 ‘티(T)’형 또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할 신입생과 외빈들에게도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매

는 ‘파이(π)’형 인재가 돼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다”며,

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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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Prof. Joe Dewberry

How to
Manage
Stress

Frontier

of the answer. I think one of the major reasons is simply my easy-going(but
professional) style. I also read a few articles on how to manage stress, and
I found that many of my lifestyle to list and explain three of my personal
habits that are not strongly emphasized by experts but I think are crucial for
relieving stress. habits are included among the tips for stress management
by the experts. I am going

I Maintain a Good Work-Life Balance

I love my job. I am one of the few lucky people who enjoys going to work every
morning, and I often teach and work long hours. However, no matter how stressful
the situation is at work, I do not ponder on the problems when I am not working.
Instead, I focus on my hobbies and exercise, and being with my family and friends. My
advice is work hard but leave generally your office at an appropriate time, and enjoy
life away from work.

I Exercise Regularly

Although most of you probably don’t recognize it, I am getting older. However, I am
active and physically fit. I exercise daily, and I play basketball weekly. If you continue
exercising, your body will remain young, and, of course, you will be happier. You will
also be less fatigued and more satisfied when you have to work longer hours.

When I was first asked to write an article on stress management, I assumed it
was because I jokingly told some of my colleagues that I am probably one of the
least stressed people in KAIST. A few years ago I went to Kyunghee University
Hospital because of general fatigue and an illness. The doctor said that my
condition was probably caused by stress. In order to check my stress level
she hooked me up to a machine that had chords and wires running to various
parts of my body and head. When the test results came in, the doctor asked me
whether my job was demanding. At that time I was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enter, I oversaw the language program, and I was teaching five classes? yes
my job was demanding! Then the doctor said that, according to her results, I
was one of the least stressed people that she had ever tested!

When I Help Others Succeed,
I Feel Successful

I am a teacher, and that means I spend a great deal of my time helping KAIST
students and colleagues. Whenever a student gets a good job after I help with a
resume, or by giving a mock interview, I have a great sense of pride. If a faculty
member or PhD student is able to publish a paper after I have helped to edit it, I feel
that I am a valuable member of our KAIST team. If a staff member needs my help
or advice with English or meeting an international guest, I always try to help with a
positive attitude. Although most columns on stress management advise us to ‘know
when to say no’, I find it much more rewarding to be reluctant to say no. Others will
appreciate you for your willingness to help, and you will develop a sense of pride in
yourself and your organization.

In order to get a sense of how to measure life stress, I also took two well-known
surveys? The Holmes-Rahe Life Stress Test, and the Stress Management Quiz
from workingresources.com. My personal results on both of these surveys were
that I should be highly stressed.
However, I am not particularly stressed. To be truthful, I am not completely sure
Frontier Spring 2015

These habits are simple, but without them, I think my stress level would be much
higher, I would be much less healthy, and I wouldn’t be as happy as I am today.

INSIGH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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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준호 기자

갈등 관리,
신뢰를 구축하라

Frontier

갈등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조직의 성공을 좌우한다.
어떻게 조직 내 갈등을 관리하는지 살펴보자.

1

이 필요하므로 리더부터 조직원을 배려하고 보호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업무적 갈등은 어떠할까? 동일한 업무

긍정적인 피드백은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적 갈

를 바라보는 둘 이상의 다양한 시선은 조직의 의

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

사 결정 과정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토론과 합

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구성

리적 의사 결정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원은 리더나 다른 구성원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수의

이 아니라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인식

의견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입 구성원에게 긍정적

며, 이로부터 얻는 혁신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인 피드백을 줄 경우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적정량의 스트레스가 신

습을 보이고 조직에 대한 유대감이 증대되는 것

체와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적정량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적 갈등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자율을 강조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도 강력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몸에 부담을 주듯 인

한 힘을 발휘한다.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위적으로 업무적 갈등을 방치 또는 조장하는 것

관계적 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독선적이거나 수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직행태 연구에 따르면

직적인 리더보다는 구성원들의 행동 제약을 줄여

비록 업무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이 구분될 수 있

주는 리더에게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을

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업무적 갈등은 관계적

강조하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

낌을 받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리 친한 친구라도 매사에 의견이 다르면 조금씩

때문이다. 따라서 큰 틀은 제시하되 때로 세세한

멀어지는 것처럼 업무에 있어 사사건건 충돌하는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리더가 되도록

두 구성원은 서로를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기 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이다. 따라서 리더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업무

RELATIONSHIP
CONFLICT

적 갈등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얻는 한편, 이 갈

현재는 과거에 비해 한 조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이 관계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진 일만 수행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상황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중요하게 여

구성원 간 신뢰가
중요하다

2

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원 간 견해차로 인한
업무적 갈등이 발생할 요인은 증대되고 있다. 반
면 글로벌화와 다원화 사회는 구성원 간의 개인
차를 심화시켜 관계적 갈등의 소지 또한 크게 만

미국 코넬 대학의 사이먼스와 피터슨 교수는 관

들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조직의 리더로서 갈

계적 갈등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조직원 사이의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성원들의 잠재

조직 내 갈등은 업무적 갈등(Task Conflict)과 관계적 갈등(Relationship Conflict)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신뢰가 있는 조직의 구성

능력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 간

있다. 업무적 갈등이란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의미

원은 다른 구성원이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더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조직이 될 수 있

한다. 반면 관계적 갈등이란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호불호 등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써,

도, 본인에 대한 모독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감정적 갈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계적 갈등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호 간 의견을 존중

의 갈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적 갈등이 많은 조직은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

하고 건전한 토론으로 발전시켜 감정적으로 대응

져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조직원들이 직장을 옮기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
로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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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발견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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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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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어진 여가를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가의 형태도 영화감상이나 독서, TV 등의 수동적인 여가생활
에서, 여가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아실현형이나 체험 등으
로 발전해왔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기를 발전
시키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최근 여가 트렌드에
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한 사례도 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과 휴식의

자가 양조, 나만의 특별한 술

어른을 위한 컬러링 북으로 마음 정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거나 마트에만 가도 살 수 있는 게 술이

누구나 어린 시절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적절한 조화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의 효율을 높여줄

지만 직접 만들면서 맛을 상상해 보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게

이런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할 만한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뿐만 아니라 ‘번 아웃 증후군’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라

자가양조다. 자가 양조주의 경우 재료, 계절, 정성에 따라 전혀 다

북이 인기다.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색연필과 펜만 있으면 누

이프 스타일과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정적인 것

른 맛의 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제 맥주 열풍에 힘입어 ‘홈

구든 자신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고 스마트 폰과 각

브루잉’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개인이

종 디지털 기기에 매여있는 성인들에게 정교한 그림을 색칠하는

여러 장비나 재료를 갖추지 않고도 술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

동안 아날로그적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일상에서 쌓인 스

것이고 완전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스트레

는 공방이 생겨나고 있어 와인이나 맥주 등을 쉽게 만들어 볼 수

트레스를 자기만의 예술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신선한 경험

스 상황에 자신을 던져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통적으

있다. 필요에 따라 기초적인 양조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맥주의

이다.

로 대부분 많이 하던 활동 외에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경우 약 한 달, 와인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려 약간의 인내심이 필

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요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찾아서 맛보는 나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보겠다.

만의 술은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이번 주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비즈니스 기회의 발견
최근 체험형 여가 트렌드에서 남다른 시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사례도 있다. 테크노 MBA ’13 차승현 동문은 ‘주말공작소’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요트

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다. 주말공작소는 주말 활동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동참하고, 공유하는 체험 공유 오픈 커뮤니티

요트라고 하면 흔히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

이다.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고객과 그 고객이 원하는 서비

다. 하지만 요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확 트인

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곳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도심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생

다. 예를 들어 가죽공예나 향초 만들기와 같은 강좌를 제공할 수

활을 하고 싶다면 요트가 제격이다. 딩기 요트는 바람만 이용해

있는 사람과 그런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등 소비

이동하고 크루저 요트는 엔진을 조작해 속도를 낸다. 선호에 따

자가 직접 찾아 하기 힘든 활동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라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정규강의를 듣고 면허를 취득할

주는 식이다. 또한 자신의 특별한 주말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

수도 있다. 수강 가격도 비싸지 않다. 면허를 취득한 후, 2시간에

거나 직접 원하는 활동을 제안할 수도 있다.

3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대여할 수 있으므로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요트를 즐길 수 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어
느 누군가에게는 그리 수고스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마음만 먹
는다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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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작은 일탈
‘아웃도어’

Frontier

아웃도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조
억
조5170 억 6 5500
5
조
억
3 조2500 억 4 3510

7 조4000 억

니체가 여행과 사색을 통해 철학의
심도를 더했듯이, 우리는 어딘가로 떠났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해 깨닫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 만원 버스와 지하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빽빽하게 들어선 빌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잘 알고 있다. 부족함을 채우기

34

34

27

19

13

위해 시작한 현대인들의 작은 일탈 ‘아웃도어’, 한국 아웃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딩 속에서 느끼는 무미건조하고도 갑갑한 공기. 현실에 치
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

어 시장의 현황과 최신 트렌드를 함께 살펴본다.
자료: 삼성패션연구소
(단위: 원, %)

아웃도어 시장, 8조 원 육박!
아웃도어, 취미를 넘어서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용어는 아웃도어 활동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웃도어 의류를 통칭하기도 한다. 형형색
색 알록달록한 아우터(Outer)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의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아웃도어’는 좁게는 등산 넓게는 캠핑, 자전거, 암벽등반, 낚시, 스키 등 야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레저 활동
을 의미한다. 아웃도어는 주 5일 근무 정착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부터 급격히 성장해왔으며 아웃도어

이제는 아웃도어를 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

시장은 ‘등산’과 ‘캠핑’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웃도어 활동의 확산과 함께 아웃도어 시장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삼성패션연구소 조사에 따
르면 아웃도어 시장은 2010년부터 매년 20~30% 성장해왔으며 매출액은 2014년 7조 4천 억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오르는 산은? 정답은 히말라야도, 에베레스트도, 알프스도 아닌 ‘도봉산’이다.

2015년에는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도봉산이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 객들이 찾은 곳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렇듯 한국의 많
은 사람이 등산을 즐기고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전국 각지의 산은 등산객들로 북적인다. 최근

하지만 올해 아웃도어 업계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시

한국갤럽이 실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위가 등

장은 브랜드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기존에는 고어텍스, 구스다운 등 특정

캠핑장에 밤이 찾아오면 장작불 앞에 둘러앉

산(전체 응답자 1,300명 중 14%)이라고 한다.

소재로 기능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스타일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패션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대하고

아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

자 하는 브랜드,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여전히 기능성을 강조하며 마니아 고객 층을 확고히 하려는

신다. 그동안의 피로와 고민들은 비로소 풍

캠핑 시장도 급격히 성장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캠핑 인구는 어느새 200만 명을 넘어섰으

브랜드, 아웃도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스포츠 브랜드 등 브랜드마다 각기 다른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경이 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유

며 캠핑장은 1,500개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영하는 오토 캠핑, 텐트를 포함하여 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명 광고의 한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현대인

료, 음식 등 각종 장비가 이미 갖춰져 몸만 가면 되는 글램핑, 미니멀 캠핑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까지는 등산과 캠핑이 아웃도어의 대표 종목으로 성장해왔는데 트레킹, 솔로 캠핑, 백팩킹처럼 개개인의 개
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윈드서핑, 카약 같은 매니아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갈지 기대된다. 이제 아웃도어는 즐기는 취미를 넘어서 하나의 라
이프 스타일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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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스스로를 다독인다. 아웃도어의 또 다
른 정의는 힐링(Healing)이니까 말이다.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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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론 머스크는 PAYPAL의 창립 멤버로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서 갑부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PAYPAL
에서 독립한 이후 시작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상용 전기 스포츠카 양산에 성공해 전기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

미국의
CEO들은
어떻게
여가를
보낼까?

꾼 테슬라 모터를 설립한 것은 물론 민간 우주개발회사인 스페이스X를 설립,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해 세계 최고의 천
재 경영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심지어 엘론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 맨>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세상을 뒤바꾼 엘론 머스크는 과연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있을까? 누구보다 압도적인 업무량과 근무시간이라는 또
다른 그의 명성에서 보듯, 경영자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전하고 있다.
우선 엘론 머스크의 업무량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건 그의 주당 업무시간은 보통사람이 흉내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 인터뷰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비결로 ‘풍부한 카페인’을 언급한 바 있는, 그야말로 지독한 일
중독자이다. 비록 그가 멋진 호화주택과 섹시한 디자인의 우주선과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것을 누릴 시간조차 부족해 보인다. 놀랍게도 시중에서 찾을 수 있는 그의 사진 중, 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을 단 한
장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장면이었다. 역시나 CEO들 또한 아빠 노릇을 하기
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그의 호화 주택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색다른 휴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➊

➋

엘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CEO.
엘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카페인의 지속적 섭취가 자신
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들과의 시간이었다.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SNS의 거장. Facebook의
CEO. 그리고 28살의 억만장자. 이렇게 젊은 부자라면 휴가철에 보통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그의 휴가는 우리 주
변에서 흔히 보는 젊은이들의 휴가와 전혀 다름이 없었다. 마크 저커버그 역시 평
소 휴가를 신경 쓰지 않는 일 중독자라고 한다. 그런 그가 최근 이례적으로 휴가를

우리는 늘 휴가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다면 모두가 꿈꾸는
억만장자들의 휴가는

보냈는데, 호화 파티가 아닌 친구들과의 서핑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하와이에서
친구들과의 식사로 택한 메뉴가 ‘빅맥’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일하기 위해
잠시 자리 비웁니다.

그가 정말 원해던 휴가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휴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여가생활 외에도 평소 서민적인 모습과 수평적인 태도

Dream of Dream이 아닐까?

를 지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적인 예로 페이스북에는 임원을 위한 별도 공간

많은 사람이 억만장자들은

미국의 CEO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고

휴가철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있을까? 아쉽게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해소하는지 궁금해한다.
과연 세계적 기업의 CEO들은

면 대부분의 CEO들은 자기 회사의 직원

➌

들보다 휴가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

미국 CEO 중 단 3%만이 온전히 휴가를

세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다녀오고, 나머지 97%는 휴가를 완전히

사람들이니 쉬는 방식도

포기하거나 수일간 짧은 휴식을 취했을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 전혀 없고 기업 총수인 그조차도 평직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CEO들에게
휴식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뿐이라고 한다. 휴가 자체를 포기하거나,
휴가 중에도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➍
➎

마크 저커버그, Facebook CEO.
세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마크 저커버그 회장은 친구들
과 하와이에 놀러 가는 것을 휴가로 택했다. 사진만 보면 그저 대학생 청년들의 배낭
여행처럼 보인다.

아쉽게도 우리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대표적 CEO들의 휴식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유일한 차이
는 아마 예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던 통념과 상당히 다른 점으로, 결국 경
영자들이 원하는 휴가의 모습은 화려하거나 요란한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오히려 보통사람들도 흔하게 누
릴 수 있는 ‘한가로운 시간’ 그 자체야말로 그들이 더욱 절실하게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나 독

거기에 천문학적인 재산과

라고 하니 경영자의 꿈을 꾸는 이들은 앞

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에게 올바른 휴식이란 무엇일까? 칸트는 휴식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뒤에 얻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으로 휴가만 생각하면 서글퍼질지도 모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고 평했다. 결국 휴식의 즐거움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얻지 못하는 것

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 CEO들 또한 별수 없이 일만 하고 있
단 말인가? 다행히 필자가 흥미로운 사

오로지 3%의 CEO만이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휴가를 가기 힘들어

례 몇 가지를 발견했으니 아직 실망하지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의 휴가는 훨씬 달콤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이 휴가를 온전히 갈 수

않기를 바란다.

있는 3%에 속하는 행운을 얻었을 때만 해당되겠지만.
Frontier Spr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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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PENS ...
WHEN ANOTHER OPENS,
IT OPENS WIDER ...

HURDLING STUDENT LIFE AT KAIST
“KOICA-KAIST Finance MBA Program for Government Officials of Emerging Economies” was
the scholarship I had in KAIST. The title of the program was very friendly, isn’t it? I didn’t feel
burdened at that time but I tell you, the courses that we went through were overwhelming,
especially for someone like me who have despised math and numbers since time immemorial .
Computer programming for Finance and working on Bloomberg for Financial Database were
not easy either. Man, they were hard. I envy those who did well. But, mind you, they were worth
studying. All I’m saying is studying in KAIST is really a big deal. In fact, “it is the deal”. Do you

Geraldine C. Pama (KOICA Program Alumni)

know what people tell my colleagues or me whenever we say “KAIST kong-bu-hae-yo”? Sorry
for my Korean. I’m trying very hard here. :) But kidding aside, people always say, “Wooooww”
or “KAIST Jo Ah Yo” or “KAIST is the best”. Who wouldn’t be proud? But studying in KAIST
shouldn’t be taken lightly. Good praises and commendations like that come with great
responsibility. KAIST and the students are very competitive but I kind of liked that environment
because it made me realize that I can do more. Graduating with a 93.11 GPA may not be the
highest but it means the world to me already. Man, I’m proud of myself.

BETTER CAREER AFTER KAIST
All my sweat paid off after getting my degree in Finance MBA at KAIST, I was promoted in July
last year as the SEC Chief Counsel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Depart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My degree and my research paper entitled
“Regulating Stock Market: A Comparison between US and the Philippines”, helped me get the
promotion. Before I left the Philippines for KAIST, I was having a personal ordeal and I came
to the point where I already asked myself what I really want in life. I closed one chapter in my

Some may disagree with my prefatory statement but that was exactly what
happened to me. My degree from KAIST opened new and wider perspectives
for me,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As of this writing, it has been 1 year and 1 month since I graduated with
the degree in Finance MBA at KAIST College of Business, Seoul, Korea on
February 22, 2014 and 11 months since I left Korea on April 2, 2014 …yet the
memories still linger.

life before I left. KAIST opened another for me and gave me new and wider perspective. Now,
I know what I want in life. Thanks to KAIST for making me realize this and for paving the way
for my career advancement. Now, I am not just a lawyer. I am an ATTY. with MBA in Finance.
Now I occupy a managerial position, I handle technical staff and more relevantly, I get to
apply the knowledge that I gained from my MBA, more particularly in Investment,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and Finance and Law in my everyday work.

I WILL ALWAYS REMEMBER KAIST

I was having a personal ordeal when the invitation from KOICA-KAIST came
and I initially thought it could be a good way to think what I really want in life.
It seemed off for some of my colleagues to take MBA in Finance since I am a
lawyer with a bachelor’s degree in AB Political Science. Well, I thought it will
be hard but never off. That’s how determined I was to take it that time…and
challenged at the same time.

I will always remember KAIST, KOICA, my professors and friends in KAIST. My stay in Korea

To be able to share my experiences with you through this article is really an
opportune time. My life in Korea from August 22, 2012 to April 2, 2014 was
one, if not the best, times of my life.

KAIST scholars like you did to us. To the current KOICA scholars and to the rest of the KAIST

Frontier Spring 2015

was worthwhile because of you. I wish I could turn back time. I would want to experience
Korea again, except the part where I have to study again. I sure already miss KAIST campus,
especially the Pajung Hall, where I lived for 19 months. So, as I end my piece, I would like to
once again thank everyone who had been part of my jourrney in KAIST. To our Professors,
thank you for all the knowledge that you unselfishly shared with us. May you untiringly
continue to impart your knowledge to the students and remain supportive to the next KOICAstudents, I wish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you. Piece of advice, if you want your KAIST
journey to be meaningful, you need to work as a team and help each other. You can do it.
Fighting!!! Thank you KAIST. Thank you KOICA. Saranghaeyo KOREA! UNTIL WE MEE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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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서도
다국적 네트워킹 할 수 있다!
KAIST 경영대학
외국인 교환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Sweden

2015년 1월 말, 유난히 겨울방학이 짧은 KAIST 경영대학의 봄학기 개강을 바로 앞두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캠퍼스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적도 학교도 언어도 달랐지만 이미 알고 있
다는 듯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며 KAIST 경영대학 내 학생들과 짝을 지어 한국 생활에 적응을 시작했
다. 바로 ‘교환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KAIST 멘토들과 외국인 교환학생 멘티들의 첫 만남이 시작

멘티들의
이야기

된 것이다.

Eric · 스웨덴 / 2015 봄 교환학생 (사진 왼쪽)
한국은 스웨덴과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매우 달라 교환학기를 통해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었다. 또한 서울
이라는 도시는 매일 매일 새롭고 생동감 있는 곳이고, 이 곳에서 먹는 모든 음식이 정말 맛이 있다(특히, 김
치!). 내가 재학 중인 Uppsala University와 KAIST의 교환프로그램은 최근에 신설되었지만 KAIST의 명성은 나

멘토링 프로그램은 KAIST MBA 과정에 교환학생

의 고향에서 유명하며, 현재 KAIST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받는 교육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데

으로 오게 된 외국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점부터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KAIST 학교 생활
을 도와주기 위한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프
로그램이다. 한 학기 단위로 활동하는 재학생들
은 1~2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멘토-멘티 관
계를 맺으며, 학교 캠퍼스 투어부터 포털 서비스
이용안내도 도와주고 수업도 함께 들을 수 있다.

Stephane · 프랑스 / 2015 봄 교환학생

그 외에도 교환학생들의 필요물품 구비나 유명

KAIST
MENTORING
PROGRAM

관광지 구경, 맛집 탐방 등을 돕고 함께 어울리면

서울은, 항상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고층빌딩과 함께 궁궐 등의

서 한국 내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

옛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점이 마음에 든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저명

식이나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것을 알려줄 기회

한 MBA 수업을 들으면서 서울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곳으

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번 2015 봄학기는 독

로 오게 됐다. 재학생 멘토들 덕분에 한국 생활의 좋은 팁도 얻고 현지

일, 프랑스, 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인들과 즐거운 여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고 매우 만족스럽다. 나중에

대만,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경영대학 학생들이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줄 것이다.

KAIST를 방문해 주었다.

매 학기 새롭게 KAIST 경영대학을

약 15명 정도 되는 재학생 멘토들은 각자 고유의 경험과 동기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공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들.

통으로 봄학기를 글로벌하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그중 일부 재학생 멘토들은 학부를 외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이란
나라에서 그들은 어떻게

국 대학에서 졸업하거나 교환학생 또는 해외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해외 다양한 경영대학에서 온 학생들과 각자
의 진로부터 관심사, 취미 등을 공유하며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Tanja · 스위스 / 2014 가을 교환학생

학부 시절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생활했던 경영공학 박용진 학우는 “교환학생으로 독일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KAIST MBA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나의 모국에서 생활하

이라는 나라에 처음 갔을 때, 문화와 언어 등이 매우 달라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그쪽 학교에서도

면서 재무를 공부하고 싶어 오게 되었다. KAIST MBA 수업은 교수와 학생들 간의

학생들을 재학생들과 연결시켜주어 학교에 적응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KAIST에 많은 외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질문이 오갈 수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한

국 학생들이 방문하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받았던 도움을 나의 멘티에게 보답해주고

국은 사람들이나 문화, 음식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이 모두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싶다”라고 말했다.

은 KAIST 재학생 멘토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정말 고맙고, 더 많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을까?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는
재학생들이 교환학생들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France

교환학생 친구들이 이 학교를 찾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만난 멘토-멘티들은 한 학기 동안의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프로그램이 끝나
도 평생 다국적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의 지속적인 KAIST 교환방문은 바로
이러한 재학생들의 관심과 학교의 노력 때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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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KOICA 학생들이 한국 출신 금융

우리 안의 작은 글로벌,

MBA학생들에 비해 실무 경험에서 떨어진
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편견이다.

KOICA

KOICA 학생들은 각국의 재무부 혹은 중앙은
행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렇
다면 이들은 왜 머나먼 한국까지 공부하러 오
게 되었을까?

JTBC 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토론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에는 금융 분야의 전
문 지식을 습득시킬 고등 교육 기관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적

그중 일부는 금융MBA과정에 속해있다. 이들은 누구이며, 왜 KAIST에 왔을까?

극적으로 공무원 등 우수한 재원을 미국, 유

이 학생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럽 등지의 교육 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
KOICA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그들
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실제로 KOICA 2
기 학생이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에서 일하
던 Nurbek Darvishev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
지난 1월, 산업시찰의 일환으로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KOICA 학생들과 KAIST 교수진

서 선진국으로 진입해갔다는 점을 언급하며
KAIST에서의 연수를 통해 고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KOICA 2기 학생 14명의 졸업식 현장

KOICA 학생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블룸버그 단말기
와 로이터 트레이딩 룸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

보통 석사 과정이 4학기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KOICA 장학생들은 54학점

한 조언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의 전 과정을 3학기 만에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1학기에 18학점씩 수강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봄학기에 과정을 시작한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미흡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학기를 늦게 시작한 만큼, 과정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

있다. 다수의 KOICA 학생들은 교수님 및 한국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완벽

다. 네팔 출신인 Lila Raj Kafle는 학생연구실에서 기거하다시피 했다고 회상했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OICA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수업

다. 그는 학교 경비원이 야간 순찰을 할 때마다 어설픈 한국어와 손짓, 몸짓으

에 참가해 자연스레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 숙제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KAIST

또한 첫 학기 동안 KOICA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학생연구실이 분리되어 있

KOICA 학생들은 졸업 후 무엇을 할까?

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자연스레 친분을 쌓을 기회가 적었다며 아쉬워
했다. KOICA 학생들은 소중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간직한 한국에

KOICA 학생들은 졸업 후 반드시 귀국해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 추억과 경험은 경제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경영대학에서는

KAIST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일하게 되는 것

KOICA 학생들의 동문회를 조직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경영대학 동아리

이다. 특히 1기 연수 종료 10개월 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결과, 귀국한

카이스톡은 KOICA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 중이다. 일반 재

2012년 여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KAIST 경영대학은 개발도상국 금융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MBA

KOICA 학생 중 절반 가량(45%)이 조직에서 승진하였으며 KAIST에서 배운 교

학생들도 수업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KOICA 학생들과 인사를 나눠보는 것

에 KOICA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금융MBA과정을 기초로 하되 여름에 시작해

과과정을 승진의 주요 요인으로 뽑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은 어떨까?

3학기 동안 운영되며 졸업논문 제출과 졸업 후 귀국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KOICA 2기 학생

KOICA 학생들의 KAIST에 대한 평가는?

14명이 졸업하였고, 지금은 3기 학생 15명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

KOICA 학생은 누구일까?

이번에 졸업한 2기 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한국과 KAIST에 호의적인 감정
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KAIST에서 사례 연구와

이들은 KOICA가 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한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개발도상국 출신이다. 구체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에 가까운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고국에서

적으로 이번에 졸업한 2기 학생들의 경우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등에서 먼 한국 땅까지 왔다.

이를 곧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KAIST의 교육 환경에

Frontier Spring 2015

POWER ZONE

23

글. 최소영 기자

Frontier

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들의 역할이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군의 경영자들이 모여 철학적인 가치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이다. 일에 집중하면서 오는 성취감과 보람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AIM과정 출신의 김광선 대표이
사를 만나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IST AIM(최고경영자)과정을 선택하신 이유와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2007년 한국HP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KAIST 석사과정 출신 직원의 추천으
로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교를 비교해 보았지만,
KAIST 경영대학에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영 주제
를 다루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AIM 총동
문회 재무이사를 맡았고 27기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기적으
로 동문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KAIST AIM과정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우셨으며
실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가장 좋았던 점은 AIM과정을 통해 보험, 벤처 캐피탈, 제약, 펀드 레이징 등
IT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최신 업계 동향파악에서부터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었으며, 인문학이나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좁은 시야를 넓혀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주변 경영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주제인 Stress Management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창고나 책상 내에서
1년 이상 방치해 둔 자료나 물건들을 빼내어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
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공상과학이나 액션 등 신나는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공연장으로 오페라나 연극 등을 즐겨 보러 다닙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서 잡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INTERVIEW

있는데, 이 점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운동으로는
골프를 치며, 과거에는 색소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AIM 27기
DK유엔씨 대표이사
김광선 동문

소통과 공감의 경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다

동문님께서는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70세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은 사업을 하던

KAIST 경영대학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

개인적인 활동을 하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 입

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

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기본이 되겠지요. DK유엔씨는 최근 꾸준

공하는 수업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도 조찬모

한 매출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원

임이나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여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대표이사로서 올해 목표는 새로운 비즈

가 많습니다. 또한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청강 기회를 적극 활용하

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이메일이나 직접

여 배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AIST에서의 경험은 꾸준한 네트

방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문

워킹 형성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이

화의 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러한 자리들을 통해 경영대학 가족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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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의 동문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간단한 소감을 부탁합니다.
훌륭한 동문이 많은데 제가 동문상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했던 공동 창업자 중에 KAIST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대표로 받은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을 보면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평
범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10살 아들을 둔 평범한 아빠지만,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
리콘밸리의 괜찮은 사업가들은 아스퍼거 신드롬을 겪는 사
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
으로 빠져들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
반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아이디어에 대해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살피면서 아
이디어를 수정하고 결국 처음의 독특함을 잃어가기 때문입
니다. 남의 의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성향의 사람들은 비교
적 위험을 감수하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사라졌어요. 누가 먼저 불확실성에
배팅하느냐에 승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경영공학 ’94
노정석 동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여가에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잠을 자고요. 자전거 타기와 카레이싱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시

Serial Entrepreneur,
노정석 동문을 만나다

간을 정해놓고 자전거로 산을 오르는데, 신체가 극도의 스
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됨
을 느낍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아
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비즈니즈 친구들을 만나 사업 이
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학교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창업이 목표라면 그 일을

KAIST 경영대학의 2014 올해의 동문으로 노정석 동문(경영공학 ’94)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8월, 파이브락스가 탭조이에 매각되었습니다.

해 보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유니크한 전략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을 만들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과 맞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

노정석 동문은 전북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1994년 KAIST 경영공학과에 입학했다. 1997년 보안업체 ‘인젠’을 시작으로

글로벌브레인 한국지사 대표를 당분간 역임할 생각입니다. 글로벌브레인은

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변해서 자기만의

4개의 벤처기업을 연이어 설립한 노정석 동문은 2008년 블로그 전문회사 ‘태터 앤 컴퍼니’를 아시아 기업 최초로 구글

파이브락스에 투자했던 일본 VC입니다. 하지만 제 본업은 투자자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

에 매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업체 ‘파이브락스’의 공동 창업자로, 지난 8월 세계 최대 모바일 광고 기업

사업가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를 창업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

이디어가 좋아도 실제 실행해보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수정

습니다. 현재까진 큰 방향성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마법과 같은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아무것

있는 분야를 찾고 거기에서 내가 일등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도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기업가 정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입니다.

탭조이에 지분 100%를 매각하며 업계 내 ‘미다스의 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5개가량의 스타트업 기업에 엔젤 투자
자로 참여하며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Frontier Spring 2015

POWER ZONE

27

글.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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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된 첫 주, 학교 지리가 익숙해질 무렵인 지난 2월 7일 토요일, 경영대
학 신입생 워크숍이 열렸다. 전공을 불문한 120여 명의 신입생과 20여 명의 재학생
멘토가 총 9개의 팀으로 나뉘어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멘토로 참여했던 기자 본인도
1년 전 설렘이 가득한 신입생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터라 더욱 뜻 깊은 하루였다.

2015 KAIST 경영대학 신입생의
뜨거웠던 하루,
신입생 워크숍

오전 10시, 신입생 모두 대강당에 모여 신입생 대표의 선서식으로 모두가 KAIST 경영대학의 일원이 되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실 교수님들의 소개도 있었다. 뒤이어 오창화 학생회장과 윤영진 부회장으로부터 학생회 및
동아리 소개를 통해 학업 외 네트워킹을 넓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들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장세진
교수님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오후를 함께 보낼 재학생 멘토를 소개하고 새로 바뀐 후생
관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팀끼리 모여 서로를 소개하며 팀장 및 구호를 정하고 본격적인 Team Building 세
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 데 모여 공부하지만, 매년 초 진행되는 이 워크숍처럼 연
령, 전공, 경력을 불문하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땀을 흘리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다시 학교에 돌아온 설렘과 기쁨을 가득 담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KAIST 경영대학 워
크숍의 특징이다.
매년 워크숍의 묘미를 더하는 것 중 하나는, 외부에서 초빙된 재치 넘치는 레
크리에이션 강사분들이다.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관중을 사로잡는
강사의 재미있는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을 연발하며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
였다. Team Building은 총 8개의 게임을 제한된 시간 내에 미리 주어진 투자
금액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완수하여 더 많은 금액을 획득해 오는 것
을 목표로 시작한다. 각 게임에서 부품을 원하는 시간 안에 대여하기 위해 일
정 금액을 지불하며, 성공 시에는 성공 보수를 얻게 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신입생들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손발을 맞추어 줄넘기를 했고, 머리를
맞대 퀴즈를 풀었으며, 온전히 나의 몸을 동료가 들고 있는 천 위로 내던지기
도 하며 KAIST 경영대학인으로서의 동료애를 차츰 쌓아갔다. 열정 넘치는 신
입생들은 각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힘을 합쳤다. 정해진
3시간 여 동안 교내 곳곳을 뛰어다니며 과제를 수행하느라 지칠 법도 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밝아져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
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모든 신입생이 다시 대강당에 모여 수고한 동료들의 어깨를 서로 두드리며 Team Building을 마
무리 했다. 투자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획득한 1등은 2조가, 2등은 6조가, 3등은 1조가 각각 차지 하였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뛰어다니며 고생한 신입생들이 아뜨리움으로 들어오고, 재학생 멘토들은 다시 한 번 큰 박수와
호응으로 맞이하였다. 미리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신나게 게임을 마친 소감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며 하루 동안의 신입생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다. 어느새, 아침의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아뜨리움은 따
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날은 홍릉에 위치한 KAIST 경영대학에서 새출발을 앞둔 카이스트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첫 자리였다. 성공적
으로 마무리 된 만큼 첫 출발이 되는 단추를 잘 끼워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빌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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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양형우 기자

동기로 만나
부부의 인연으로

GERMANY
독일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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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MBA
최연소 입학생

백인걸(프로페셔널 MBA ’14),
김정아(프로페셔널 MBA ’14) 학우

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학교에서

결혼 후에도 함께 학교생활 하실 텐데

최지훤(테크노 MBA ’15)
학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장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정아) 처음 KAIST 경영대학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김정아) 시험 기간도 같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다

같은 대기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

보니까 집에서 과제도 시험공부도 함께하는 일이

게 되면서 이야기도 나눌 겸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

즐거운 것 같아요. 같은 스케줄로 움직이다 보니

데 이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까지

서로의 어려운 점과 바쁜 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왜 KAIST MBA 진학을 결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웃음).

이해할 수 있고 쓸데없는 트러블이 줄어들게 된 것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요. 고교졸업 이후 대학은 미국으로 진학했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비록 타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제가 한국인임에는 변함이 없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

(백인걸) 아무래도 구면이다 보니 입학 후 수업에서 다

안녕하세요. 테크노MBA 신입생 최지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이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국
제경영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짧게나마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SCM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MBA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KAIST 경영대학 MBA를 알게 되었고,

시 만났을 때 서로가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백인걸) 함께 MBA 과정을 밟다 보니 서로에 대해

김영걸 교수님의 리더십 수업과 한인구 교수님의 재무

서 좀 더 배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크게

회계 수업에서 같은 조를 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

없지만 굳이 한 가지 꼽으라면 서로 간의 비밀이 없

독일, 미국, 한국에서 학업하셨는데 각국의 교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 되었습니다. PMBA는 주말에 팀 프로젝트를 주로

다는 점. 비교하자면 회사 CC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 교육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면 공식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

꼭 이곳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하다 보니 주말에도 자주 보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

이 아니라 한가지 원리에 대해 긴 시간을 투자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보면 자동으로 주말 데이트를 하게 된 셈이죠.

의 교육은 개인보다는 집단 속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독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식 문화도

미래 KAIST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탄생할

잘 되어 있고요. 팀 프로젝트가 아주 많은데 팀원들을 잘 챙겨주는 문화 등 ‘팀 스피릿’이 높은 것 같습

커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다면요?

니다. 한국 교육은 짧게 경험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빨리 배우도록 교육하는 경향

결혼 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정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동기 중 가장 ‘위너’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하는

(백인걸) 사실 저희가 점지된 커플입니다(웃음). 저 같

가 누구일까 했는데 저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동

분량도 많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경우엔 올해 한 살 연상이랑 결혼할 것이라는 점지

기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업도 하고 평생의 인연도

를 입학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나는 ‘연상을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입학 전 바라본 KAIST MBA와 실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아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지금의

MBA에 진학하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네트워킹

입학 전에는 KAIST라는 네임 밸류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MBA의 학업 수준과 강도가 높다고

와이프가 정확히 한 살 연상입니다.

일 텐데 저는 네트워킹을 넘어서 학교에서 결혼까

익히 들어 왔고요. 저는 한국 문화에 낯설고 어린 나이이다 보니 경력 연차가 높고 훌륭하신 학우님들

지 했으니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동기 분들이 많이 도와

(김정아) 저 역시 아는 이모님이 무속인이신데, 재미로

주실뿐더러 다들 마음이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랩에서 공부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본 점에서 올해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철을 다루는 사

(백인걸) 학교 커플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

람이랑 인연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점지받았어요. 그런데

다. 공통의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면서 생활한다

지금 남편이 철강 관련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니 이것

는 것이 부부 사이를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앞으로 2년간의 학교생활을 위한 바람이 있다면요?

도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사회에서처럼 조건을 주로 따지는 것이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은 학부와 사회에서 이미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경쟁보다는 서

요. 학업으로 바쁘실 텐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학

로를 돕고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에서 좋은 인연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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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혜림 객원기자

GRADUATE 2014 녹색 연구 수행 발표회
SCHOOL OF
GREEN
GROWTH

Frontier

이번 녹색 연구 수행 발표회는, Green Knowledge Hub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녹색성장대학원에서 주
최한 첫 번째 발표회로, 새롭게 창출된 녹색 지식이 처음으로 확산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녹색성장대학원
에서는 지난 2013년 설립 이래 녹색성장 관련 다양한 연구활동들이 진행되어왔고, 이번 발표회는 그 모든
연구가 더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 해결을 돕는 녹색정책 관련 연구에서부터 시
작해 경영학적인 시사점을 보여주는 녹색 마케팅, 녹색금융 관련 연구까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공유되었다. 녹색성장대학원 이재규 대학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학생들을 빛나게 해주는 훈련의 과정이라며 1년간 연구에 힘써온 학생들을 격려했다.
발표회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다섯 편에 대한 발표 세션과 녹색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
생의 연구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포스터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녹색성장대학원 소속 교수들과 녹색정
책석사과정 1기, 2기 학생들뿐 아니라 녹색경영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경영공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지난해 12월 22일,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는 KAIST 경영대학 전체에 공개되어, 녹색성장 이슈에 관심 있는 교수나

도시는 눈으로 뒤덮여

학생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새하얀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학생은 서로의 연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연구가 참신하다며 칭찬

KAIST 경영대학 최종현 홀은

하는 모습, 추가할만한 내용을 제안해주는 모습 등 서로의 연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

녹색의 물결로 가득 찼다.

에 띄었다. 본 행사에 참여한 강동관(녹색정책 1기) 학생은 “이번 행사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개인 연구에

지난 1년간 진행된

대한 중요성이 재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녹색연구를 혼자 개인적으로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말

KAIST 녹색성장대학원의

에 공식행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발표회 때에는 더 열심히 준비

연구 결과물을 모두 공유하는

해서 나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녹색 연구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녹색정책 석사과정 3기 학생들도 참여하여 입학 전 학교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더 앞선 미래를 향한

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 신입생 김아영 씨는 “공개 장소에서 선배님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을 들어볼 수

“2014 녹색 연구 수행 발표회”

있어 좋았어요. 저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었고, 김지윤 씨는 “연구방법
론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입학 전에 더 많은 것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싶어
요.”라며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행사 말미에는 완성도, 독창성, 발표력, 질문에 대한 대처 능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세 편
의 우수 연구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우수상은 “Rethink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 Decision-Oriented Vulnerability Assessment”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 박완(녹색정책 1기) 학생과 박인혜(녹색정책 1기)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 연구
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크고 향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평을 받았다.
장려상은 녹색마케팅 연구를 진행한 박혜림(경영공학 ’13) 학생과, IT 기술과 녹색이슈를 연계시킨 권유미
(녹색정책 2기), 박지용(경영공학 ’14), 최나리(테크노 MBA ’14)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졸업연구상은
녹색정책프로그램 1기 장병일 학생에게로 돌아갔다. 장려상을 수상한 박지용 학생은, “1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리고 다른 전공 사람들과도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광우 교수는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 경영대학에서는 처음일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또한 이재규 대학원장은 ‘이번 발표회를 시작으로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서는 지속해서 양질의 녹
색연구를 누적시키고 그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더 향상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KAIST 녹색인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Frontier Spring 2015

INSIDE ZONE

33

글. 류성한 명예기자(경영공학 박사)

주성치와 유병재, 그리고
펀 경영의 핵심 원칙

Frontier

FUNAGEMENT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재미’여야 한다. 원초적 재

1980년대 초반, 美 사우스웨스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의 장르이자 독보적 콘텐츠로 존재하는 이가 있다. 1990년 <도성>의 셀프 슬

주성치와 유병재,
그리고 펀 경영의 핵심 원리

미만으로도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업무 분

트항공이 기업 경영에 재미 요

로우 모션 등장을 통해 코믹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주성치가 바로 그 주인공*. 이후 <식신>, <서유

美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그 시초가 된 펀 경영은 웃

위기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소를 적극 도입해 급성장하면서

기-선리기연>, <월광보합>, <희극지왕> 등 주연 또는 직접 연출을 맡은 작품들이 연달아 큰 흥행에

음과 재미가 넘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구성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진지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

성공하면서 대체 불가한 홍콩 영화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그는 <소림축구>, <쿵푸허슬>, <장강7호>를

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높이

다. 국내의 대표적 펀 경영 실천기업 중 하나는 직

통해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다.

는 경영 기법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기업가

원의(직장 생활에 대한) 소원 실현을 실천 목표로

Funagement) 개념이 처음 소개

독보적 콘텐츠로서의 주성치

펀 경영(Fun management 또는

로 손꼽히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창업자 허버트 켈

설정하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하고 있다.

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종 연구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주성치 영화만의 매력

러의 경영철학(“재미는 조직의 화합을 위한 촉매제

자신과 동료들의 소원이 실현되는 과정을 실제로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

지난 2월, 국내의 주성치 팬들에게는 반가운,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3년

이며 일은 즐거워야 한다”)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

마주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동시

개봉해 홍콩, 중국 등 중화권에서 흥행 신기록을 수립한 주성치 감독의 <서유기: 모험의 시작>이 뒤

다. 이 같은 펀 경영의 원칙을 조직원들과 고객들에

에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대부분의 소

늦게 상영된 것. 5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새로운 작품은 기쁨이었지만 그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볼

게 충실히 적용한 결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창업 후

원이 이미 실현된 가운데, 아마도 마지막 목표가 될

은 펀 경영은 이제 전 세계로 확

수 없다는 점은 못내 아쉬웠다. 중화권 영화에 불리한 배급 구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30년 넘게 연속 흑자를 기록한 우량기업으로 성장

소원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는 것’이

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진

국내에서는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으나 주성치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호흡은

했으며 美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

지 않을까.

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

여전했다.

받는 기업 명단에 항상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

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

한 기준 없이 우후죽순으로 적용

주성치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평범한 듯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가벼운 듯 진지한 디테일에 있

는 것은 아니다. 확고한 철학과 기준 없이 남들을 모

웃음 속 진지함이
펀 경영의 성공 열쇠

다. ‘서유기’처럼 익숙한 스토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이야기 흐름 곳곳에 숨겨 놓은 이질적 요소

방하는 데에 그친다면 일회성 이벤트에 비용을 투자

많이 알려있지는 않지만, 영화 속 어수룩하고 자유

에 두 희극인을 통해 성공적 펀

들,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넌센스의 향연들(이른바, 모레이타우**), 원초적 웃음 코드 뒤에 따라오는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분방한 모습과는 달리 감독으로서의 주성치는 완벽

경영의 실천을 위한 실마리를 찾

감동의 마무리 등이 대표적 특징들이다.

필요할까? 주성치와 유병재의 개그 코드에서 그 실

주의자다. 연출하는 영화마다 제작 기한을 넘기는

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것은 물론 그의 치밀함에 치를 떨며 떠나는 배우들

아보고자 한다.

나 펀 경영을 실천하는 모든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

일반적 영화 언어의 범주를 벗어나는 특성상, 주성치 영화를 향한 관객들의 호불호는 명확히 구분

도 많아졌다. 그가 직접 연출한 작품들이 배우로만

된다. 중간 지점은 없다.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의 불협화음 속에서 누군가는 썰렁함과 오글거림을,

첫째, 원초적 재미가 있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즐

참여한 작품들에 비해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게 우

또 누군가는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많은 평론가들이 보편적 잣대로 주성치 영화를 평가절하

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

연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유병재도 5분짜리 방송

하며 비웃을 때, 주성치 영화에 ‘입문’한 사람들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 환호성은 점점 커

주성치 영화의 두서없는 슬랩스틱이나 유병재의 억

대본의 초안 작성을 위해 10시간 넘게 작업하는 노

져갔다.

울한 표정을 보며 모든 사람이 (헛웃음이든 박장대소

력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과

든) 웃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구성원들을 자연스

재미 뒤에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숨어있는 셈.

레 웃음 짓게 만드는 핵심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성공적 펀 경영의 실천을 위해 새로운 질문을

유병재, 이 남자의 진지한 유머
그리고 최근 국내 방송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희극인. 유명 케이블 개그 프로그램의

던져야 할 시점이다.    

방송작가이자 배우로 맹활약 중인 유병재다.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그가 제작한 뮤직비디오 <니 여자

둘째, 의외성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친구 못생겼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연예계 데뷔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가

방식이라면 그 재미의 효과가 감소하기 마련이다. 펀

작가로 참여하거나 직접 출연하는 코너들을 살펴보면 주성치 영화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데 어느

경영을 실천하는 한 벤처기업의 경우, 1년에 총 4번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가 제일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바가 주성치의 개그 코드이기 때문이리라. 그

전 직원이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 주어진 예

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은 황당하면서도 진지하고 찌질해 보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매하고 모두가 참

대한민국 환경에 최적화된 주성치식 캐릭터인 셈이다. SNS에 올라오는 가벼운 듯 진지한 그의 어록

여하는 패션쇼를 개최해 동료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

들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간지러운 곳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서야

를 받은 직원에게는 별도의 상금을 지급한다. 매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지럽힐 수가”, “어느 날 운명이 말했다. 작작 맡기라고.”와 같은 식.

의외의 재미 요소가 발굴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
어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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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치의 공식 데뷔작은 1988년
의 <벽력선봉> 으로 그 당시 유행
했던 홍콩 누와르물이다.
**모레이타우(無厘頭): 영어로는
Nonsense Talk라고 하며 두서
없이 전개되는 주성치식 코미디
를 일컫는다.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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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주변
힐링 공간을 찾아서
계속되는 과제와 팀 프로젝트, 논문 준비로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KAIST 경영
대학에서 스트레스란 없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경쟁력인 시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은 학교 밖으로 나가 ‘힐링’을 통해 심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KAIST 경영대학 주변의 다양한 힐링 공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KAIST 경영대학의 이웃으로 경희대학교가 있다.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히는 대학인 만큼 학업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산책 겸 방문하기
좋은 공간이다. 경희대학교의 장점은 자연과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

매콤한 맛이 당길 땐, ‘여기가 좋겠네’

져 있다는 점이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마치 울창한 숲 속에 들어와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당기는 맛은 무엇일까? 바로 매운

있는 느낌을 준다.

맛이다. 고추에 다량으로 함유된 캡사이신이 인체 내 엔도
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는 점은 이미

특히 봄철 벚꽃이 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데, 이 시

많이 알려졌다. 또한 매운맛은 스트레스로 유발된 인체의

기 경희대학교의 벚꽃은 사진작가들에게도 유명한 출사 장소로 손꼽

비정상적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추 보상체계를 활성화

힌다. 벚꽃 시즌 가장 유명한 장소는 경희대 본관 앞이다. 이곳에서는

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경희대 3대 건축물로 꼽히는 본관, 도서관 그리고 평화의 전당이 삼각
형으로 이어지며 만개한 벚꽃과 함께 멋진 경치를 자랑한다. 북적거림

우리 경영대학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있지만 매콤한

을 피해 조용히 사색을 원한다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미술대

맛의 닭볶음탕 전문점 ‘여기가 좋겠네’는 주변 대학생들은

경영대학의 바로 이웃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수목원이 존재한

학으로 이어지는 오름 길을 추천한다. 재학생들 사이에서 ‘키스 로드’

물론 회기동 일대에서도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

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의외로 드물다. 바로 홍릉 수목원이다. 홍릉 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연

로 불리는 이 길은 인적이 드문 데다가 만개한 벚꽃이 바닥에 흩뿌려

다. 넓지 않은 투박한 공간이지만 옛날 식당 분위기를 내는

구 중심의 수목원인지라 평일에는 개방하지 않고 주말에만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대개 주말까지 이어

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작은 공간이 이 식당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 대표메

지는 공부 및 팀 프로젝트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만한 힐링 공간이 따로 없다. 홍릉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

뉴는 닭볶음탕과 고기 떡볶이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매콤

는 수종만 1,200여 종에 이르며 개체 수는 20만에 이른다고 하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다양한 종류의

SUPEX경영관 구름다리에서 후문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경희초

한 맛이 일품이다.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로 매운맛과 어

나무와 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수목원 안에는 산림 자원의 혜택과 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산림

등학교를 지나 경희대학교 뒤편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존재한다는

머니 손맛이 그리울 땐 한 번쯤 방문해 보자. 점심, 저녁 시

과학관이 있어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학교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고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수목원에

사실에 주목하자.

간 늦게 방문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수도 있으니 편히 자리

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사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방문하길 추천한다.

잡으려면 식사시간보다 조금 일찍 방문하기를 권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9길 18
Frontier Spr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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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영광
로버트 코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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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입니다

과학과 진리와
그 너머 믿음의 세계:
지식과 그 너머

허삼관 매혈기
위화

슈테판 클라인

이재규
경영공학 박사과정 ’15 김혜민

금융공학 ’15

고유라

금융공학 ’15 류영우

녹색정책 ’15

김지나

로버트 코헨의 <도전과 영광>은 제일은행의 외국인 CEO였던 저자가 위기에

과학으로부터 멀어진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는 과학과 인

<허삼관 매혈기>는 출간한 지 무척 오래된 작품이다. 최근 영화로도 제작되었

‘잔인한 4월’이라고 불리던 2011년 봄. 나는 본원 캠퍼스 그 잔인한 꽃밭

처한 제일은행을 4년 동안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문학 그리고 철학이 절묘하게 뒤섞인 이 책을 권하고자 한다. 과학이라고 하

데 작품에 유명 배우가 출연해 책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만약 영화를 즐겁게

에 주저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아름다운 꽃비가 하늘하늘 떨어지

있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해외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매입에 대한

면 우리는 으레 숨 막히는 흰색 가운에 거무튀튀하고 두꺼운 안경을 쓴 채 알

본 분들이라면 영화가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원작의 깊은 감동을 느껴볼 수 있

던 날, 캠퍼스 안의 검은 옷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서, 무어라 설명할 수 없

기존의 시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세계화라는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외우는, 때로는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과학자들

으니 적극 권한다. 허삼관, 그는 속된 말로 ‘찌질이’로 분류될 만한 사내이다.

는 먹먹함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라는 답이 없는 질문을 던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다행스럽게도 이 책은 복잡한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의 과거사가 콤플렉스로 자리 잡은 인물이기도 하고

지며 그 순간을 가슴에 묻었던 이들에게 ‘지식과 그 너머’는 말한다. ‘나

사실이다. 미디어에서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나 LG에 대한 찬사를

공식과 이론이 아닌 과학자들의 기쁨, 슬픔, 깨달음과 같이 지극히 인간적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 내 주지 못할 만큼 마

를 본 적이 없어도 네가 내 제자이기에 운명적으로 너를 이미 사랑한다’

쏟아내며,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큼 퍼져나갔는지를 연일 소개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객관적 진실만이 숨 쉬는 영역이라고

음 약한 사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애증 속에서도 허삼관이 아이에게 보

고. 청춘은 아픈 것이니 아파도 괜찮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들

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경제나 문화가

생각하는 과학의 세계에 대해 결국은 과학자들 조차도 가치중립을 지키기가

여주는 부정은 참으로 애달프다. 비록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소시민이지

에게 그 아픔을 공유했던, 그리고 품어냈던 선배이자 스승이 말한다. 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그러하다.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을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지구 아래에 완전무결한 사실

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 그런 허삼관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책은 따뜻

리가 배워야 할 참교육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

매입하는 측면, 즉 해외 자본의 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정적

(Fact)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과학계 최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렇다면 우리

함과 인간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허삼

다고. <과학과 진리와 그 너머 믿음의 세계: 지식과 그 너머>. 제목만 놓

인 반응을 보인다. 해외 자본의 진입은 국내 경제를 피폐하게 하거나 국내 기

또한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닫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물리

관에서 나오는 국수 이야기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했다.

고 보아서는 철학책 같기도 하고 변증론적 종교학책 같기도 하다. 책의 내

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내수 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학에서조차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은 사람이 피력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에 어느 정

니 기존의 과학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

국수만 사 주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아이의 절규를 읽을 때 얼마나 마음 아

승의 이러한 사생활까지 알아도 괜찮은가 고민이 들고 마치 벌거벗은 스

도 동의하는 점이 있지만 <도전과 영광>을 보면 반드시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

순히 이러한 과학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도 언급한다. 일

팠던지, ‘허삼관, 이 못된 놈’ 하며 속으로 욕하면서 읽던 게 엊그제 같다. 끝내

승의 삶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재규 교수님의

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해외 자본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

례로 뇌 과학계 일부에서 인식과 기억의 메커니즘은 지극히 개인의 주관에 따

는 국수도 사주고 부자의 갈등이 훈훈하게 마무리된다. 결국은 사줄 국수, 처

삶, 그 안에서의 만남과 고민 생각과 결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책이

을 매입하여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하여 기업을 다시금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라 이루어지므로 애당초 가치 중립적 가정을 통한 인간의 행동 분석은 올바

음부터 사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싶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리 허무하게 이야기

<지식과 그 너머>이다. 그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 속에 저자의 마음이

수 있다면,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르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음을 언급한다. 특히 뇌 과학과 경제학의 접목을 통

가 이어졌다면 허삼관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 친밀감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

담겨있다. ‘너도 살아낼 수 있어.’ 누군가가 태생부터 특별한 존재였기에 어려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자본의 진입을 경계하면서도 국내 자본 시장의 발

해 기존 경제학의 관념을 분석 및 비판했던 에른스트 헤트에 의하면, 경제학

았을까? 우리는 허삼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나 또한 동

움 없이 삶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고민하며 때로는 시기적절한 도

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이 책을 읽으

의 기본가설인 효용과 가치의 기준조차도 개인별로 지극히 차이를 가지니 가

료에게 화내고 혼자 삐치고 안 토라진 척, 쿨한 척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지

움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 그렇게 순간순간을 견

면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

치 중립적인 이론은 오히려 일반 해가 아닌 특수 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않던가. 우리도 늘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못나고 초라한 모습에서 자

디어 내며 조각조각의 삶이 모여 일생을 이룬다고 <지식과 그 너머>는 그렇게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은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

렇다면 그간 인류의 경제학은 이 특수 해만을 좁게 이해한 채 여전히 장님 코

신을 발견하기에 더욱 허삼관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왜

이야기한다. 사실적이고 심오한 스승의 고민과 스승의 삶을 읽고 그가 사랑하

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문화권에 갈 기회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

끼리 만지는 수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마침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나

이렇게 못났을까’, ‘왜 누구처럼 대범하고 쿨하지 못할까’ 하며 나 자신이 싫어

는 제자인 우리 독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용기를 얻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사 역시 다양한 인종, 문화권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네오-케인즈주의는 모두 대중의 신뢰를 잃은 만큼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 시

질 때 <허삼관 매혈기>를 읽어보자. 그리고 우리의 ‘찌질이 아저씨’ 허삼관을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스승의 잠잠한 격려가 우리의 굽어진 어깨를 조금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해보는 것은 기업

점이기도 하니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이 책은 또 한편으로 철학과 종교 그리

보고 웃음 짓다 보면 그의 모습, 거기에 비친 나의 작은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더 펴고 당당하게 걷게 한다.

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다.

고 과학의 경계를 이야기한다. 인간의 뇌 속의 뉴런 세포의 숫자가 은하에 존

보듬을 수 있지 않을까.

용은 지극히 자서전이다. 때로는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내가 스

재하는 별의 숫자보다도 많으니 인간이야 말로 또 하나의 작은 우주가 아닌가

노랑나비는 더듬이로 줄무늬 애벌레를 어루만졌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넘치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

하는 과학적 고찰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동양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책

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믿

어, 외국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추천

은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책을 읽게 되는 당신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보

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음을 알았

하고 싶은 책이다.

다도 깊은 철학과 고차원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습니다. 마침내 줄무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中
Frontier Spring 2015

INSIDE ZONE

39

글. 김경은 기자

Frontier

수업에서 열띤 토론에 집중하는 우리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의 자랑,
새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느낀다

박상찬 교수
다음으로 소개할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조직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
고 새로운 기술, 지식, 경영기법 등이 조직들 사이에 나타나고 널리 퍼지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박상찬 교수이다. 지난 학기부터 ‘조직설계 및 혁신’

2015년 봄학기를 맞아 새로이 KAIST 경영대학의

그리고 ‘녹색 혁신과 전략’ 수업을 담당하였고, 앞으로도 테크노경영대학원

일원이 된 두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다.

과 녹색성장대학원의 조직 과목을 같이 맡게 될 예정이다.
‘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인생이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조직 역시 그 복잡성을 고려하여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철
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잠시 멈추겠다는 것을 함의하기에
앞으로 우리 시대의 리더는 ‘게으른 천재’가

예를 들면, 새로운 녹색경영기법이나 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경영학적

더 부합될지 모른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법과 기술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우수성 이외
에, 녹색성장이 중요시되는 사회문화적 과정과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뒷받
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수의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학생 모두의
거시경제학 분야의 김형석 교수를 소개한다.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담론을 보다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이

자발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토론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녹색성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며 거시 경제의 경기변동과 자

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키케로의

장을 포함해 기업경영의 많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

산가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김형석 교수는 “기존에 KAIST 경영대학

‘IngenitaLevitas et EruditaVanitas,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박한데, 학식을

른 의미를 부여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그 해

교수진과 연구차 잦은 교류가 있어 홍릉 캠퍼스가 낯설지는 않지만, 경영과

갖추면 허영심을 기른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김형석 교수는 연구 방향에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 역시 학생과 교수 간에 깊은 토론을 통한 창의적 학

경제학 연구실과는 달리 과학고를 졸업한 연구생들을 접할 수 있어 참신한

서도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였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

습이 필요하다”며, “수업에서 열띤 토론에 집중하는 우리 KAIST 경영대학

느낌”이라고 전했다.

과를 잘 평가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서 출

학생들의 눈빛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느낀

발했는지 그 기준점을 항상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하며, 녹색성장 담론에 도움이 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 및 경제학적 사고

그리고 그것이 연구(Research) 즉 다시 되찾아보다(Re-Search)의 본질이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송강호가 맡았던 이상한 놈의 역할

의 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에 대

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요즈음 규제의 신설 및 철폐에 대해 사회적 담론이

이 가장 흥미로운데, 좋고 나쁨이 너무 확실한 것은 굳이 연구와 강의가 필

해 묻자,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이란 ‘외부효과(Externality)가 고

활발한데 이러한 담론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

려된 최적 성장 모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사실 경제학 내에서 녹색

가에 대해 되돌아보는 담론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봄학기에는 녹색정책 석사과정에서 ‘녹색 거시경제학’ 강의를 담당

성장 담론은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녹색 성장 정책의 시발
점인 최적 탄소세(Carbon Taxes)는 경제성장 모형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되돌아본다는 것은 잠시 멈추겠다는 것을 함의하기에 앞으로 우리 시대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적 사고 즉 모형적 사고가 미래 녹색 성장 정

리더는 ‘게으른 천재’가 더 부합될지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모형

책의 담론을 구성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 사고, ‘기준점’, ‘미래’. 김형석 교수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들이다. 더 나은 미래 사회, 그리고 KIAST에서의 김형석 교수의 비전이 더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학의 담론을 구성하는 모형적 사고가 자연과학과 공

욱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학을 기반으로 하는 KAIST의 과학적 태도와 부합하고 경영학의 영혼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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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New Faculty가 되신

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분을 인터뷰하면서 봄의 기운과 함께

대부분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참신한 연구주제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고 낯설

KAIST 경영대학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게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더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교수님과 나
누고 대화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CB News

경영대학 신임 학장에 김동석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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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재진 기자

Frontier

정보미디어연구센터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보고서 2015』 발간

프로페셔널 MBA(PMBA) 1기 자선경매 기부금 전달

다. 이후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샌디에고주립대(San Diego State University)에서 교수 및 연구활

정보미디어연구센터 김영걸 교수팀은 2012

나의 집’ 아동 21명과, 중랑구 ‘동그라미 지역아동센터’ 5명을 각각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센터 학

동을 수행했다. 1996년부터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한 김동석 학장은 2006년 금융전문대학원

년에 이어,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고민 상담 시간을 함께 가지고 도서, 학용품, 초콜릿 등의 선물을

초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금융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

경쟁력 보고서 2015』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

전달하였다. 프로페셔널 MBA 1기 허성무 학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기들이 함께 모여 자발적으

원이 첨단 금융이론과 국제적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금융전문

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황을 영화,

로 내놓은 소장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송, 음악, 게임 등 4대 주요 엔터테인먼트

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과 경제 관심을 가

산업별로 진단, 산업별 글로벌 Top 20 기업을
김 학장은 한국선물학회 회장, 선물연구 편집위원장, 한국거래

진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파악 및 심층 분석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

소 파생상품시장발전위원회 위원장,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운

경영대학 및 4개 대학원(테크노, 금융, 정보미

업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

영위원 등을 지내 왔으며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

디어, 녹색) 홈페이지 연동 및 커리큘럼 소개

하고 있다.

김동석 교수(만 60세)가 KAIST 경영대학 신임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김동석 학장은 금융공학 분야
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
1978년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동석 학장은 1983년 산타클라라대(Santa Clara University)
경영학 석사 그리고 1989년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

화에스엔씨, 한일투자신탁 등에서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쳐왔

프로페셔널 MBA(이하 PMBA) 1기에서 지난 연말 송년회 자선 경매 이벤트에서 모은 기부금 백만
원을 저소득 및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본 자선 경매 이벤트는 ‘PMBA 사랑과 재능
을 나누어 더 큰 행복을 함께 만들자’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었으며 PMBA 1기 여행동호회 “노아노
아”에서 기획하였다. 기부금 전달식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14일(토) 동대문 공동생활가정 ‘또 하

설한 KAIST 경영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

부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매

KAIST 경영대학은 오늘 4월 30일,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모집을 위한 대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

으로 국내 경영교육을 선도하고,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이해하

출, 수익성, 생산성 지표에 새로운 평가 지표

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자들의 대부분이 직장인들임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접점을

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며 “내년에 20주년을 앞둔

인 성장성을 추가 하여 보다 세밀하게 글로벌

늘이기 위해 주요 지역에서 크게 금융과 비 금융권으로 나눠 진행한다. 10개 이상의 다양한 과정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 경영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을 평가했다. 본 보

을 특징별로 비교하여 소개하며 재학생들과의 Q&A 세션에서는 입시준비, 학업, 학교생활, 취업 준

하고, 지식 너머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

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 및 사전등록 관련은 홈페이지 내 입학 사이트

모는 171억 달러(약 18조 원)인 세계 8위로,

(http://www.business.kaist.ac.kr/admission)를 참고하면 된다.

10에 첫 진입 하였으며 세계 음악 시장, 게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경영공학

김영걸 교수팀은 현재를 언어와 국경을 넘은

경영대학 2015년도 학위 수여식 성료

진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진입하
는 시기라고 진단하였으며 향후 오프라인 엔

비금융

지역

장소

일시

대전

KAIST 터만홀

4.30(목)

서울

KAIST 경영대학 SUPEX관 최종현 홀

5.22(금), 오후 2:00~

종로

마이크 임팩트 (종각역)

5.06(수), 저녁 7:00~9:00

강남

토즈타워 (강남역)

5.26(화), 저녁 7:00~9:00

금융투자교육원 (여의도역)

6.03(수), 저녁 7:00~9:00

여의도

터테인먼트 산업 구조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판교

테크노벨리 공공지원센터 (판교역)

6.15(월), 저녁 7:00~9:00

새로운 디지털 시장 생태계로 개편되면서, 전

종로

마이크 임팩트 (종각역)

5.11(월), 저녁 7:00~9:00

금융투자교육원 (여의도역)

6.10(수), 저녁 7:00~9:00

통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네트워크를 소
유한 통신 사업자, 온라인 기반 사업자 간의
삼파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여의도

ac.kr)가 새롭게 단장, 다양한 사용자들의 소
통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지식포털로 거듭났
다. 홈페이지 내에 소셜 웹페이지 ‘KAISTory’
를 구축하여 동문들이 전하는 커리어 개발 및
인터뷰, 재학생의 해외연수 탐방기, 교수진의
연구 및 라이프 스토리 등 풍부한 내용을 담

유투브) 연동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외부 환경 변화와 산업 내

구분

경영대학 공식 홈페이지(www.business.kaist.

메뉴도 구성하였으며 SNS(트위터, 페이스북,

경영대학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 개최

다. 김동석 학장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전일제 MBA 과정을 개

2010년 11위에서 3단계 도약하여 Global Top

경영대학 홈페이지
전면 개편

*EMBA 전공은 4.25(토) 11시, 서울캠퍼스에서 별도 진행 (문의:02-958-3402~3)

혁신·변화관리과정(AIC)
27기 수료식 개최

지난 12월 17일(수) 최종현 홀에서 KAIST 혁
신    변화 관리과정(AIC) 27기 수료식을 개최
했다. AIC(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Change Management)는 팀장 및 실무 책

최고경영자과정(AIM) 41기 수료식 및 42기 입학식 개최

임자 등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양성 교육과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약

최고경영과정 AIM(Advanced Innovative
2015년 학위 수여식이 지난 2월 14일 교내 1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학위 수여

Management Program) 41기 수료식이 1월 29일

식에서는 김동석 경영대학장을 비롯하여 권영수 경영대학 총 동문회장을 포함한 외빈, 졸업생과 가

(목), 42기 입학식이 3월 5일(목) 최종현 홀에서 각

족, 교수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각 개최되었다. 42기 과정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며, 42기 신입생들은 입학식을

이날 수여식에서는 테크노경영 MBA, 금융 MBA, 이그제큐티브 MBA, IMBA, 정보미디어 MBA, 사회

통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

적기업가 MBA, 금융공학 석사과정, 정보경영 석사과정, 녹색정책 석사과정 등 255명의 학생이 학위

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를 받았으며 특히 사회적기업가 MBA, 녹색정책, 금융공학 과정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의미가
크다. 학위 수여식과 최우등 졸업상(10명), 우수 논문상(13명), 리더십상(17명), 최우수 프로젝트상(8
명)의 시상도 함께 진행되어 졸업의 기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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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 명의 유수의 인재를 배출해왔다.

ALUMNI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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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기금

글. 이상윤 동문

Frontier

창업과 이미 설립된 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는 국가 경제를 튼실히 하는 바탕
이다. 훌륭한 창업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을 건실히 승계할 훌륭한

EMBA 5기 동문 일동
사진 작품 기증

인재도 필요하다. 또한, 이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국가적인 제도 또한 그 중요
성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삼성, 현대, LG 등 특정

고령화 사회와 창업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며, 국가의 자원(인적자원,

Aging Society and
Entrepreneurship

행정자원 등), 모든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Frontier 동문 페이지에는 동문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기고문, 인터뷰, 모임후기, 동문모임 정보, 저서 발간, 창업 회사 소개 등
등 동문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글을 보내주세요. 2015 봄호에서는
경영공학 석사 ’00 이상윤 동문의 기고로 함께 합니다.

김영수 작가(EMBA 5기 동문)

그 시발점은 대학의 경영학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경영대학들은
너무나 대기업 위주의 경영학 교육-예을 들어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KAIST 졸업생들이 에밀레종처럼 세상의 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회계 등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파편

‘에밀’이라는 작품을 선택해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떨리지만 사진이

적인 경영학 교육은 창업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육”과는 다른 측면

라는 언어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울림을 시작하는 김영수 동문에게 모두 축하해

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점에 인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KAIST Business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MBA 5기 일동을 대표하여, CJ CGV 안구철

School의 사회적 기업가 MBA 프로그램은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교육에 선도

김영수 작가(EMBA 5기) Says…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창업 MBA 프로그램을 기대해

Q 사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 매력은 무엇인가요?

본다. 이미 KAIST는 벤처의 모태가 되는 유수한 기업의 CEO를 배출한 저력
을 가지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문화 센터 강의를 듣다가 사진의 세계에 빠져 버려서, 현재는 학교에
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피사체에 집중하면서 셔터를 누르
는 찰나의 순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몰입에 빠져든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업은 창업에 뜻을 모은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

이런 경험은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이며, 셔터를 누르면서 느끼는

행해야 하므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역량” 및 “각 분야를 효과적으로 조직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는 계속 사진을 공부하면서, 평생 사진과 함께할 생각

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신생기업의 자원은 한정되

입니다.

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 돈, 시간, 인맥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모
이상윤 동문은 재학 시절 “바숨”, “쥬크박스”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Title의 음악회를 쥬크박스 동아리회원/고려대 음악동아리 회원들과 개최하기도 했다.
졸업 후 2002년 K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재직 중 워싱턴주립대 박사과정을 수학하여 현재 박사학위를 마무리 중이며, 최근 뉴욕주립대 조교수(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Paltz School of Business, 창업/국제경영분야)로 임용되었다. 관심분야는 크라우드 펀딩, IPO, 창업자의 자본조달방법 등이다. 워싱턴주립대에서는 태권도 동아리,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한인 학생회에서 Advisor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두가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네트

Q 전시회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워팅을 통한 정보, 과거의 사업 경험 및 대기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업 기

인사동 “Gallery NOW”에서 2015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기독교

통계청 기준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의 교육수준, 위험 감수(Risk Taking) 정도,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하려는 의향 등

이해는 한다. 경영학 교수들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연구해 봤자 제대로 된 연

판단된다. 그리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향후 중소/가족/신생 기업의 경영권시장

자못 궁금해진다. 그리고, 국가의 조세 시스템-가령 상속세, 증여세-은 이들의

구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으

지 않고 사진 속의 또다른 차원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Market for control)이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측된다. 만약 중소/가족/신생기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또한 매우 궁금하며 향후 연구과제가 아닐

로 될 가능성도 없고, 이런 공룡 집단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가능성은 더더

것이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 즐거웠고, 가족의 응원이 가장

들이 그들의 기업을 시장에 매물로 내 놓아도, 이를 매수 할 사람이 없다면, 또

까 생각해본다.

욱 희박하다. 대학들이 연구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의 교육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는 그 사업을 승계할 역량있는 인재 또는 후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회를 찾기 때문이다.

창업이 활성화 되기위해서는 창업자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

가 간다. 개발 독재 시대에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준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는

이 너도나도 현재 안정적인이라고 생각되는 공무원, 법조인, 대기업 직원, 회계

도적인 측면 -각종 정부 기관들의 창업 교육제도(대학 포함), 창업지원 행정제
도, 조세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령, 국가의 상속 . 증여세가 터무니 없다 높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음을 인정하자. 하지만, 이

다.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다. 현재의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군이 미래에도

사진 속의 QR 코드를 통해 확장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밀’이라는 작품 속에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에밀레 종소
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사진이라는 작업이 2차원의 평면에서만 머무르

이제껏 유지되어 왔던 것은 한국의 개발독재 국가정책과 더불어 충분히 이해

의 10년후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특히 공부 꽤나 하는 학생들
사, 선생님 등 위험회피 직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자면 더욱더 시름이 깊어진

와 불교의 영감과 교리를 사진 속에 담으려 노력했고, 이를 위해 각 종교의 교리를

제 새로운 경제 구조의 판을 짤 때이다.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영학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다면, 가족기업의 경우 자녀에게로의 승계 또는 경영진으로의 증여 결정이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며, 각종 편법 상속 . 증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시대 및 저출산 시대는 훌륭한 창업자/승계자 집단의 절대적인 숫자의

수는 없다.

더불어, 만약 상속 . 증여세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또한 여러가지

감소를 의미하기에, 우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및 대학 경영학 교육의 혁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들이 창업에만 목맬 필요는 없

기존 중소/가족/신생 기업은 1)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개인에게 사업을 매각하는

다. 대기업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어떻게 효율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 2015년 3월)
개인 기부
<일반 기부> 주현 EMBA 4기, 심윤희
<후배사랑 장학금>
조만희 FMBA 15기 조아라 동문 학부형
구윤모 TMBA 16기

기업 기부
㈜골프존, ㈜쎄이텍 인터내셔날

KAIST

단체 기부
<EMBA 10기 일동>
공정호, 김경준, 김관식, 김기수, 김동윤, 김성욱, 김우재, 김정수, 김종덕, 김진복, 류광택, 박성수
백상기, 서건기, 서현국, 신스캇, 양영인, 양진하, 오덕수, 우제혁, 유승오, 이선미, 이승우, 이주환
이창훈, 임상빈, 임상학, 전태현, 정승원, 정현용, 최길재, 최용석

경우와 2)아예 승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텐데(사업 포기), 어떤 요소

더불어 국가의 행정 및 교육제도 또한 창업을 강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일

적/효과적으로 경영되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대기

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아마 창업주인 CEO 특성(성별, 교육수준, 위

반인 및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매우 다를 것으로 판단된

업들이 창업의 밑바탕이 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험회피 정도, 산업경험 등), 종업원의 특성, 경영진(Top Management Team)의

다. 지금 현재의 창업 지원제도는 모두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것(Set up from

특성, 사업의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거시적으로는 산업

Scratch)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사회가

고령화시대 및 저출산 시대에 창업 및 승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국가 창

내의 경쟁 정도, 산업의 불확 실성, 국가의 조세 시스템 및 창업지원 행정 시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또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화 시대에는

업지원 제도, 대학 경영학의 창업 교육, 연구 지원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될

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들이 경영권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승계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그 싹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Takeover)에 대한 대학의 창업 교육 및 국가의 창업제도에 대한 뒷받침도 필요

이를 불문하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창업자들이여! 용기와 희망을 가져라. 언젠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고 생각된다.

가는 새날이 올 것이다. 당신의 꿈꾸고 원하는 갈 길을 가라! 누군가는 가야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만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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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신생/중소/가족기업 CEO들은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

Frontier Spring 2015

<AIM 41기>
고광후, 권소현, 권용환, 권태균, 김장환, 김호상, 노미정, 박석순, 배주천, 석수진, 송미영, 송재순
시석중, 신상범, 심윤희, 이광렬, 이우상, 이철수, 정재윤, 채준원, 최인녕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