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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통해
‘베풂’으로써 함께 성장하다

KAIST RUN

2015 KAIST RUN
창의융합캠프
현장을 가다

지난 5월 9일, KAIST 경영대학은 대전 본교   

맑은 눈망울의 초등학생, 중학생들로 북적였다.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AIST 학생들을

적으로 기금 모금을 하고 KAIST 경영대학생 및

100여 명의 어린이가 저마다 큰 꿈을 갖지 않

창의학습관에서 전국 다문화가정 초등 및 중학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접한 아이들은 궁금한

비롯해 많은 사람이 저마다 노력했음을 공감했

교직원 100여 명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주변

을까 생각한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생 100명을 초청하여 ‘2015 KAIST RUN 창의

것도, 놀라운 것도 가득해 질문이 끊이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다.

지인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

융합캠프’를 개최했다. ‘창의융합캠프’는 과학

고 참가 학생들은 질문에 답하느라 연신 분주함

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

이 가득했다.

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경영대학 학생

며 함께 성장하는 KAIST 경영대학의 “Beyond

교육은 나를 통해 타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다음에 기

Knowledge”를 실천하는 표본이 되어 많은 호

켜볼 때 실로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KAIST

회가 된다면 함께 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

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주니어 기초금

RUN 창의융합캠프’를 둘러보며 ‘배움’이란 곧

들을 비롯한 구성원 100여 명이 마라톤 대회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참

고 싶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융교육을 비롯해 초등 및 중학생별 과학 심화

타인을 위한 ‘베풂’이 아닌지… 이러한 ‘베풂’을

에 참가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여 경쟁이 뜨거웠으며 그 결과 무려 100여 명

KAIST에 방문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크지

프로그램, Computational Thinking 등 다양한

통해 가슴 뭉클하고 설레는 나를 볼 때 이것이

KAIST 경영대학의 캐치프레이즈인 “Beyond

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참가하게 되었다. 학생

만 선생님들의 봉사, 희생정신도 배워 훗날 봉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진정한 삶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캠

Knowledge”를 표방하며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

회장의 환영사가 끝날 즈음, 캠프 개최를 위한

사활동을 실천하는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을 위해 배움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한 그 현

기부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 작년 마라톤 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장을 다녀왔다.

회 동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이 끝날 무렵 행사

프에 참여한 어린이와 진실로 기뻐하는 KAIST
전남 신안군 목포의 작은 마을에서 두 자녀를

학생들 및 관계자, 학부모들을 보며 ‘KAIST

데리고 KAIST 대전 본교까지 참석한 한 학생

RUN 창의융합캠프’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를 주최한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KAIST RUN’ 프로젝트는 다문화 어린이 대상의

의 어머니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나아갈지 기대가 더 커지는 하루였다.

5월 초라고 하기엔 유독 더운 지난 5월 9일,

얼굴은 일순간 상기되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과학 인재양성을 위해 2013년 경영대학을 주축

안고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이렇

KAIST 대전 본교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과학을 접하고 그 꿈을

으로 추진되었다. 마라톤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

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며 아마 캠프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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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경영대학 대외부학장 김영걸 교수

Frontier

함께 그리고 더 높이!
파이낸셜 타임스,
KAIST 경영자과정 아시아 1위 선정
지난 달에는 우리 KAIST 경영자과정이 영국 파

따라서 MBA과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낸셜 타임스 평가에서 아시아 1위, 글로벌 20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교수진의 영입,

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재원 확
보, 혁신적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투자 등

제가 해당 리스트를 훑어 보니 미국 콜럼비아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예산에서 등

대학이 저희와 공동 20위이고 UPenn Wharton

록금 비중이 20% 미만인 미국이나 유럽의 명

School은 저희 바로 아래 23위, 그 아래로 MIT

문 경영대학들과는 달리, 등록금 수입이 학교

Sloan School이 25위를 차지하였더군요. 놀랍

예산의 70~80%에 달하는 국내 경영대학들로

지 않으십니까? 자랑스러우시지요. 이 모든 것

서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KAIST 경영

은 사실 우리 KAIST 경영대학이 혼자 잘해서가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를 타개

아니라 저희의 막강한 동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출이나 무

MIT(또는 국내의 이화여대, 고려대)처럼 KAIST

역 규모 등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

경영대학 동문들과 우리 동문들이 맹활약하고

민국에서 삼성그룹 사장단, 포스코그룹 사장단,

있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SK그룹 사장단을 3~4개월씩 전무후무하게 ‘집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기금 조성(미션)과

체 교육’ 시킨 KAIST 경영대학이 이제서야 세계

경영자과정(자원)을 담당하는 대외부학장이니

20위권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렇다고 제

것 같습니다.

가 매일 전화 돌릴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애
교심이나 의무감을 내세운 PUSH 방식의 모금

우리 KAIST 경영대학은 경영자과정의 세계 20

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남들보다 먼저 기부해

위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교육과정 혁신을

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100% PULL 방

통하여 이제 MBA과정도 세계 Top 20을 향해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의 모금 방식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학위과정인 MBA과

궁금하시다면 이미 오래전 우리 경영대학에 고

정을 세계 20위 안에 진입시키는 것은 그리 녹

액기부(1억 이상)를 하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

록치 않습니다. 경영자과정과 MBA과정을 평가

장님이나 故 김진재 의원님의 아드님으로 대를

하는 게임의 룰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지

이어 국회에서 맹활약 중이신 김세연 의원께 문

역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로 진행

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영자과정은 교육 내용의 충실성, 과정

경영대학
대외부학장
김영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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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효율성, 수료 후 동문 서비스 만족도 등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주요 평가지표인 반면 학위과정인 MBA과

고들 하지요? 경영자과정 글로벌 톱 10, MBA

정은 교수진의 연구 수월성, 학생 구성의 다양

과정 글로벌 톱 20을 향해 달리는 저희 KAIST

성(외국인 학생 비율 등), 졸업생의 연봉 상승률

경영대학의 먼 여정에 동문 여러분들을 초대합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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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재진 기자

Frontier

食

홍콩
맥심 그룹(Maxim’s Group)
‘홍콩’ 하면 쇼핑, 먹거리를 떠올린다. 홍콩 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Jade
Garden, Peking Garden, Maxim’s Place 레스토랑에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언급한 세 레스토랑 모두 맥심 그룹이 운영하는 홍콩의 대
표 레스토랑이다.
홍콩 맥심 그룹은 1956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중국 전통 음식 레스
토랑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나 현재 700여 개의 레스토랑을 소유 및
운영하는 홍콩의 최대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0년 후반 당시 맥심의 주요 고객층은 주로 40대였는데 ‘맥심’ 레스
토랑은 중국 전통 레스토랑이라는 올드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
었다. 설상가상으로 홍콩 금융위기가 닥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맥심은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기존의 맥심 브랜드를 버리고 레스토랑
을 오픈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일본식, 태국식뿐만 아니라 음료, 베이커
리, 케이터링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넓혀갔다. 맥심은 홍콩 마카오 지역
내의 스타벅스 체인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베트남까지 총

이탈리아
이틀리(Eatly)

괄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하면 대부분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 파니니 등 맛있는 이탈리안 음
식을 떠올린다. 이틀리는 이탈리아 대표 식자재 전문점이다. 이틀리(Eatly)는

한국
CJ제일제당 ‘비비고(Bibigo)’

‘to eat’과 ‘Italy’ 합성어로 ‘Eatly Is Italy’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이탈리
아 음식문화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이틀리는 2007년 이탈리아 토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성공한 음식

리노에서 시작됐다. 토리노 매장 오픈 첫해에 4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 첫해
에만 25만 명이 토리노 매장에 다녀갔다.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했다. 강남 스타일을 이은 한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비빔밥이

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비즈니스 사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비비고
이틀리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이틀리는 단순히 식자재만 유통하는 업체

는 CJ제일제당의 핵심 역량이 모두 담긴 ‘비빔밥’ 브랜드이다. CJ제일제당은 1953년, 한국 최초로

가 아니다. 식자재마다 각 제품의 유래와 관련된 이탈리아 문화, 직접 재배한

설탕을 제조했으며 한국 식문화 발전을 이끌어왔다.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베이커리, 파스타, 젤라토, 고기 코너, 주방 조리

<자료 출처>
•이틀리 홈페이지  http://www.eataly.com/
•맥심그룹 홈페이지

http://www.maxims.com.hk/en/index.asp
•CJ 제일제당 홈페이지

http://www.cj.co.kr/cj-kr/brands/bibigo/menus/63/html
•국내 매출 ‘벽’을 뛰어넘은 K푸드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5600

기구 코너, 와인 판매뿐만 아니라 와인 및 맥주 바 등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

햇반, 다시다, 해찬들 브랜드 등 가공식품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왔다.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CJ

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매장 한쪽에서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며

제일제당은 2011년 비비고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곳곳에 마련하고 있다.

는 꽤 성공적이다. 지난해 ‘비비고 만두’는 미국 진출 5년 만에 1,000억 원대 브랜드로 우뚝 섰다.
비비고 만두는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선 첫 번째 브랜드가 되었다. 국내와 달리 미국의 만두 시

즉 이틀리는 복합 음식 편집 매장으로 한 공간에서 이탈리아의 문화를 직접

장은 아직 성장 기회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쉐프원 식품 기업 인수 등 공격적인 투자와 철저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Food Experience’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본토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취했다.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두바이, 뉴욕, 시카고 등 12개의 도시에 진출해 총 27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 매장은 유명 명소가 되었고 시카고 매장은
모든 재료가 동나서 정규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성황리다.
한국에는 올해 8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HEALTHY & FRESH
KOREAN FOOD

미국 현지에서는 중국식 만두와 달리 채소가 많은 만두 속을 강조하며 건강식으로 차별을 두었으
며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 사이즈로 먹기 좋게 개편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유
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식과 현대의 가치를 더해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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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음식문화
음식은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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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음식문화
프랑스는 옛날 골(Gaul)족이 살던 땅이었다. 골

프랑스에서 포도주가 빠진 식사는 ‘태양 없는

프랑스의 식사순서

족의 음식은 맛이 없고 거칠기로 유명했는데

낮과 같다’는 말이 있으며 포도주는 식사의 일

이후 프랑스 땅에 프랑크(Frank)족이 이주해오

부로써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 인

프랑스식 정찬은 전 세계 공식 만찬의 형식으로

면서 음식문화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 프

들이 육류나 버터 등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서

통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식사 구성이 좀 더 복잡

랑크족이 골족의 음식전통을 바탕으로 고대 로

도 심장병을 비롯한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이 적

했으나 최근에는 다소 간소화되어 아래의 순서로

마의 요리법을 더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현대

은 것은, 식사 때마다 적포도주를 마시기 때문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 요리의 출발점이다. 프랑스 요리의 르네

이라는 ‘French Paradox’란 단어도 존재한다.

상스는 1533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까뜨린

오르되브르(전채) ⇨ 수프 ⇨ 생선요리 ⇨ 소르베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보다

느가 프랑스의 앙리 2세에 출가하면서 시작된

⇨ 주요리 ⇨ 샐러드 ⇨ 디저트 및 음료

친밀히하고 상대방을

만 프랑스식 정찬은 주요리가 끝난 다음에 샐러

요리가 고전적인 전채 메뉴로 등장한다.

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리 후 샐러
드로 입가심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공된다.

 프는 요리의 첫 번째 코스로 제공한다. 콘소메
02 수
는 맑게 끓인 수프를, 포타주는 되직한 수프를 의

07 프랑스인들은 디저트를 먹기 위해 긴 코스를 먹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저트를 매우
중요시한다. 단맛의 케이크부터 요구르트를 활용

 선요리는 수프 다음에 제공되며 생선, 갑각류,
03 생

한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들이 제공되며 디저트

다. 그녀는 당시 가장 앞서 있던 이탈리아 피렌

패류 등의 어패류 요리가 포함된다. 가끔은 생선

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파티쉐(Patissier)란 직업

체의 세련된 문화와 다수의 요리사, 새로운 식

대신 식용 개구리를 코스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이 존재할 정도이다. 디저트는 커피 및 간단한 음

재료들을 프랑스로 가져왔고 이 영향으로 복잡

있다.

료와 곁들여 먹는다.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하고 무거웠던 프랑스 요리는 좀 더 간단하고

알아두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섬세한 요리로 바뀌어 갔다.

FRANCE

본 칼럼에서는 서양음식의
대표격인 프랑스와

06 미국식 정찬에서는 샐러드를 주요리 전에 내지

아그라 테린, 캐비어, 에스카르고(달팽이), 생굴

미한다.

자부심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르되브르는 프랑스 요리의 ‘전채(前菜)’이다. 프
01 오

프랑스 음식의 특징은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살

04 소르베는 과일 퓌레에 설탕, 와인 등을 넣고 부드
럽게 얼린 것으로 주요리 제공 전 입가심을 위해
제공된다.

리면서도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여 섬세하고 세

동양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련된 맛을 추구하는 데 있다. 또한 프랑스 요리

 요리(Main Course)는 육류나 가금류 등의 고기
05 주

미친 중국을 중심으로

는 소스 맛을 즐기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해

요리를 주로 제공하며 채소와 전분 요리를 곁들

음식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스를 매우 중요시한다.

인다. 전형적인 메뉴는 쇠고기의 연한 부위를 구
운 스테이크 종류이다.

식사 예절 등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의 음식문화
중국 음식은 그 역사가 깊고 조리법 또한 매우

물론 닭벼슬,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까지 식재

다양하다. 한 국가 안에 아열대부터 한대지역에

료로 활용한다. 중국에서는 과일을 제외하고는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배

날것을 거의 먹지 않는데 물도 찻잎을 넣고 끓

경으로 다양한 식재료들이 산출된다. 때문에 다

여서 마실 정도이다.

중국의 식사예법

 근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방식이 전통적인 식
01 둥
사법이다.

02 중국 요리는 1인분씩 담지 않고, 한 그릇에 한 가

른 어느 나라보다도 식재료의 종류가 풍부하며

지 요리를 전부 담는 게 원칙이다. 또한 식당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을 지닌 요리들이 존재한

음식의 대부분이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지진

손님 초대 시에 요리의 가짓수는 인원수에 딱 맞

다. 중국 음식문화의 특징은 쌀과 밀 문화가 공

요리라고 할 만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게 주문하기 보다 한두 가지 정도 많게 주문하는

존한다는 것이다.

특징이다. 중국에서 볶음 요리가 발달한 것은

것이 통례이다.

돼지로부터 풍부한 기름을 얻을 수 있었고, 조
양자강 이남 지역은 온난 다습하여 벼농사가 발

리시간이 짧아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달하였고 황하강 이북 지역은 한랭하여 밀 농사

있었기 때문이다.

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밥을 중심으로 한 쌀 음식과 국수, 만두 등의 밀
로 만든 음식이 고루 발달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하늘에서는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땅에서는 책
상 빼고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
한 재료를 음식에 활용한다. 뱀, 전갈, 쥐, 곰은

Frontier Summer 2015

CHINA

03 연회 시 주인이 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권한
다. 우리처럼 술잔을 서로 주고받거나 꼭 부딪히
지 않으며 가볍게 눈만 마주쳐도 된다. 술잔이 1/3
가량 줄어들었으면 수시로 첨잔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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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사회적 기능
밥은 먹고 다니나요?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의 마법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먹는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듯, 사람들

요한 부분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겪는 경험일 것이

은 무언가 금기시되지만 짧은 행복을 주는 음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음식은 알게 모르게 우

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맛있는 음

식을 먹으면서 묘하게 더 짜릿함을 느낀다. 때

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다. 우리는 눈치채지

식 중에 과연 어떤 종류의 음식이 사람들의 감

문에 이러한 쾌락적 음식은 주로 무언가 성취했

못했지만,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소소한

성을 더 자극하고 기쁨을 줄까? 이 질문에 답하

을 때 스스로 주는 상으로 먹거나, 무언가를 성

이야기들, 서로 부딪히는 눈빛, 음식이 맛있다

기 위해 2005년 미국 앨라배마 대학의 연구진

취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의 의미로 먹는 경우가

며 좋아하는 웃음소리까지. 음식을 바탕으로 하

은 2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많다. “오늘은 야근을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

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 더 가까워졌고 더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각자 감성을 위로해주는

로 저녁에 치킨을 먹을까?”라든가 “내일은 공

행복해지고 있다.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후 그 음식들을

부를 많이 해야 하는 날이니 오늘은 햄버거를

한데 모아 놓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먹자”라는 식의 의사결정이 바로 이런 심리를

일상이 바쁘고 무기력한가? 그렇다면 하던 일

결과, 사람들의 감성을 보듬어주는 음식은 크게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네

그것은 멋진 곳으로의 여행도 아니고, 비싼 공

가지는 향수를 자극하는 “Nostalgic Food”, 쾌락

그 외에도 학생들은 즉석요리처럼 준비 과정이

연을 관람하거나 신나게 춤을 추는 독특한 경험

을 자극하는 “Indulgence Food”, 편리하게 먹을

간단한 음식과 술이나 커피처럼 신체에 변화를

도 아니다. 자,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자.

수 있는 “Convenience Food”, 그리고 신체적인

주어 평안함을 제공하는 음식을 “감성을 위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미역국이 먹고 싶다면 집으

평안함을 주는 “Physical Comfort Food”였다.

해주는 음식”으로 꼽았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

로 뛰어가고, 이탈리아에 여행 갔을 때 먹었던

히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추억,

파스타가 떠오른다면 맛있는 파스타 집을 찾아

첫 번째, 향수를 자극하는 음식부터 살펴보자.

쾌락, 동기부여, 편리함, 신체적 평안 등 정말

가 보자. 비싼 한우가 먹고 싶다면 오늘은 돈을

향수(Nostalgia)란 과거의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성을 달래준다. 우리

좀 써 보자.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리워하는 감정을 일컫는다. 즉 사람들은 어릴

는 흔히 음악, 미술, 패션 등과 같은 예술 분야

더 좋다. 특별하지 않은 듯 아주 특별한 그 음식

적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것과 비슷한 맛의 부

가 우리에게 주는 감성적 기능에 대해서는 높이

이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침개라든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평가하면서 음식의 감성적 기능에 대해서는 간

특정 브랜드의 사탕, 혹은 고향의 특산품과 같이

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음식만큼 일상생활

과거 자신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

속에 잘 녹아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성을 풍

에서 기쁨을 느낀다. 음식에서 추억을 찾는 것이

부하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음식의 감성적

다. 실제로 미각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식생활과 음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식문화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먹었던 떡볶이를 오랜만에 다시 먹으면서 마치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향을 뿜어내는 된장찌개, 윤기가 자르르 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는 경

음식은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

험을 많이들 해봤을 것이다. 추억의 음식을 먹는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로 돌아

흔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라

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찾을 수

는 말을 한다. 또한, 한 가족이 집에서 함께 저

있다.

녁을 먹는 횟수는 종종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되곤 한다. 이

르는 하얀 쌀밥과 달콤한 양념으로 잘 볶아낸 불고기. 상상만 해도 마냥 좋지 않

두 번째는 쾌락을 주는 음식이다. 설탕을 잔뜩

는 음식을 먹는 일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일상

은가?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음식은 우리에게 단순

넣은 디저트, 기름진 피자와 같이 높은 열량의

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히 살기 위한 도구만은 아닌 듯하다. 도대체 음식이 뭐길래! 생존 그 이상의 의미

음식이나 아주 비싼 가격의 음식이 모두 여기에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 식, 주 중에서 입는 것과

포함된다. 보통 이러한 음식은 약간의 죄책감을

사는 것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나눌

동반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주

수 없지만, 먹는 것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

기도 한다. 다이어트 중에 먹는 초콜릿이 평소에

다. 즉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삶의 중

를 가지는 음식의 마법, 지금부터 그 마법을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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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s, J. (2005). Comfort foods: an exploratory
journey into the social and emotional
significance of food. Food & Foodway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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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 Is Good for the Soul “Comfort Food”
Fulfills the Need to Belong.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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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소영 기자

1

삼시세끼

Frontier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2

3

행복한끼

‘삼시세끼’는 KAIST 경영대학의 기숙사 건물 소정사에서 텃밭을

‘선배님, 식사하셨어요?’는 2015년 2월부터 KAIST 경영대학 총

‘행복한끼’는 Women’s Playground의 준말인 ‘여성들의 놀이터’

가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삼

학생회 대외협력부에서 진행하고있는 프로젝트로 재학생과 졸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윔플(WIMPLE)의 첫 브랜드 명이다. 윔

시세끼’를 처음 제안한 녹색정책전공 권유미 학우(’14)는 실제로

업생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즉, 함께 식사하는 편한

플은 사회적기업가MBA 14학번인 박선하 학우가 대표로 운영하

KAIST 경영대학 입학 전에 ‘에코솔담’이라는 소모임을 통해 서울

자리를 통하여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산업에 종사하는 선배를 찾

고 있는 소셜 벤처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시 노들섬에 있는 노들 텃밭에서 2년간 텃밭 활동을 해왔다. 텃

아뵙고 산업 현장의 살아있는 이야기나 개인적인 고민 등을 나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밭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과 육체를 힐링할 수

누는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음식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있다. 미션은 서로의 빈틈을 엮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플랫폼

음식, 요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있었던 시간이었다. 남은 1년여간의 학교생활 동안 텃밭경험도

이 되며, 본 모임을 통해 선·후배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으로써 여성의 재능으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행복한

뜨거운 2015년 현재, KAIST 경영대학 내에서도

공유하며 공부에 지친 학생들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

그 목적이 있다. 1회 FMBA의 차봉수 졸업생이 동문회 재무이사

끼’는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면서 오감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을 중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가

어 지난 3월 [삼시세끼-소정사 편]을 기획하게 되었다. 현재 할

로서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선발된 졸업생이 다음 졸업생을

심으로 가정집 요리사 및 레시피 발굴을 통해 프리미엄 건강 가

머니 텃밭을 이어가고 싶거나 동식물을 좋아하고, 아들과 함께하

직접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한은

정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가정집 요리사들은 윔플이

고 싶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숙사 옥상 텃밭 가꾸기 프로젝

행의 차봉수 동문을 시작으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윤주영

연계한 지역 공유주방을 통해 자신의 요리를 판매할 수 있는 기

‘음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

트에 녹색정책, IMBA, SE MBA 등 다양한 전공에서 총 13명의 학

동문, 5월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정호균 동문까지 총 3회에

회와 요리를 상품화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어떻게 음식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4월 초부터 상추, 양상추 등 쌈채소류와

걸쳐 실시되었다. 한 번의 식사마다 참여할 수 있는 재학생은 선

재능 있는 여성들의 역량을 활용한 ‘행복한끼’로 시간이 부족한

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시금치, 부추, 토란을 키워왔다. 작물을 수확할 시기가 되면 다

착순 총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서 골고루 진행되

시민의 식탁에 ‘행복한끼’를 올리고자 한다. 올해 KAIST 경영대

같이 옥상에 모여 삼겹살 파티나 비빔밥 파티를 열고 있다. 이를

는 만큼 관심있는 산업에 재직 중인 동문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

학 내에서는 봄학기 축제 기간 SE MBA 스토어에서 가정집 요리

통해 재배한 작물을 함께 나누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는

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가 만든 해독 주스 시음회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조사한 설문

벌어지고 있다. 본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KAIST 경영대학 곳곳에서 벌어지는
음식 관련 이슈들을 모아보았다.

자리를 마련하면서 학교 내 타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삼시세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우들은

내용을 토대로 KAIST 학우들을 위한 건강한 조식 케이터링을 계
문의: 김경은 dakkkochi11@business.kaist.ac.kr

획 중이다.

실제로 가족들과 집에서 텃밭 꾸리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뜯어도
계속 자라나는 쌈채소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다.  
문의: 권유미 ecomimi@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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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선하 thewimple@gmail.com /
		

www.facebook.com/wimple2015

		

http://3hours.mcdoo.at

GLOBAL ZONE

17

글. 김정렬(금융공학 석사과정 ’14)

Frontier

만남의 광장

AUSTIN

MFE F4의
“따뜻한” 오스틴 라이프

따뜻한 배움과 깨달음
솔직히 말해 UT MSF 과정의 경우 카이스트
에서 1년간 쌓은 학문적 지식으로 충분히 커
버가 가능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도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Numerical한 접근보다는 이론적인 접근을 많
이 한 탓에 지루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
만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다루는 접근 방
식은 KAIST에서의 방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
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투자론 과목을 수강하
더라도 기존의 Classical한 접근보다는 최근 각

따뜻한

광받고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 즉 행동학적

AUSTIN

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등 흥미로운 부
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경우에도 무작위로 타 전공 학생들(Business
Analytics)과 팀을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

●
Austin을 방문한 타 지역의 MFE 학생들과 함께

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코딩 시 단

따뜻한 만남

점 및 이론 분야에 대한 편협한 관점 등을 깨닫

2015년 1월 중순,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오스틴 생활의 키워드는 바로

는 수확도 있었습니다. 물론 ‘Free Rider’의 활

꽃샘추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만남’입니다. UT(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약 탓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MSF라는 과정의 편입을 통해 해당 과정을 이

말이지요.

물론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 뉴욕과

미 이수하고 있었던 약 40명의 학생과의 만남

시카고 등도 영하 20도의 일명

부터 시작하여 현지 한인 학생과의 교류, 교회

학문을 통한 배움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

‘살인적인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등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었습

한 배움과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오스틴 F4와

그렇다면 텍사스 오스틴은?

니다. 이때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꼈던 공통

함께 페루를 비롯해 뉴욕, 샌안토니오, 댈러스,

적인 감정은 ‘친절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특

뉴욕, 서부 지역 등을 방문해 많은 것을 보고,

히 MSF 과정을 같이 이수한 동급생의 경우 다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외투를 싸온 한국인들을 비웃듯이

양한 나라 출신의, 다양한 전공을 보유한 ‘어린’

에피소드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짐도 경

때아닌 불볕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백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새로운 만남도 경험

그쯤 오스틴의 날씨는 두꺼운

하고 해외연수 기간의 생활은 말 그대로 파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아침 산책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우려했던 ‘선입견’이

만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틴 내 한인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

들 사이에서 여러 에피소드로 인해 때아닌 유

지 못한 ‘따뜻함’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먼

명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

‘따뜻함’의 추억을 날씨로 먼저

저 말을 걸어주었고 영어가 서툰 우리의 말 한

할 수 있는 점은 오스틴은 우리에게 힐링의 공

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디 한 마디를 주의 깊게 경청해주었습니다.

간이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캠퍼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관점의

우리의 좌절과 기쁨을 함께 공유했던 Gym, 한

학문적 의견을 거침없이 제시해주었습니다. 그

여름에도 과도한 에어컨 탓에 한겨울 날씨를

들의 오픈 마인드는 항상 주변 사람과의 경쟁

느꼈던 강의실까지. 하나하나의 모습이 벌써 그

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리고 닫혀

리워집니다. 농담처럼 언급했던 UT 박사과정

있었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지원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의

학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비슷

심할 정도니까 말이지요.

1~2월에 마음껏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오스틴에서 마주하게 될

“오스틴에서는 난해한
수학과 코딩마저 즐겁다”

한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의 느낌을

●
UT CAMPUS의 전경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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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임장혁(금융MBA ’14)

Frontier

런던 교환학생기
현재 인류사회에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국가는 어디일까? 우선 20세기 인류의

교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일까? 어쨌거나 런

혁신과 성장을 주도했으며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 유지의 핵심축인 미국을 들 수 있다. 또

던 지하철은 놀랍게도 150여 년 전인 1863년에 최초로 개통했고 현재도 상해, 북경에 이어 3번

종이, 인쇄술, 나침반(항해술), 화약의 발명자였으며 세계의 공장이자 지구의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

째로 긴 연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오랜 고민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는 중국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170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석연료의 채굴로 인류문명이
급격히 발달했다는 점에서 영국을 간과할 수 없다. 애덤 스미스와 산업혁명,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

두번째 런던생활의 특징으로 영국의 전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들 수 있

윈을 낳았던 영국은 18세기 중반 기술혁신과 도시노동자 증가에 힘입어 산업혁명을 발원하게 된다.

다. 우선 세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영국의 상징인 국회의사당(Big Ben)이나 역대 왕

또한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 등을 통해 의회

의 대관식과 로열 웨딩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 대영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

시스템을 먼저 발달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요컨

(National Gallery)도 빼놓을 수 없다. 또 올해가 국민주권의 근거이자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

대 영국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의회 민주주의

다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가 제정된 800주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 도서관

로 현대문명의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British Library)과 런던 정경대학(LSE)에서 관련 세미나와 강연이 열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BIG BEN

그러나 이보다는 매주 월, 화, 금요일에 트래펄가(Trafalgar) 광장 옆의 성 마틴(St. Martin) 교회
이러한 영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에서 열리는 무료 클래식 콘서트에 종종 참석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작고 고즈넉한 교회당에

런던의 Cass Business School로 교환학생을 왔

앉아 각국의 유망한 젊은 연주자들의 바흐, 그리그, 쇼팽을 듣는 것은 값진 경험이었다. 또 세계

다. Cass는 런던 금융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금

4대 오케스트라인 런던심포니가 트래펄가 광장에서 열었던 봄맞이 야외 공연도 잊을 수 없는

융석사 분야 세계 11위에 랭크된 저력이 있다.

추억이다.

일찍이 다양한 상거래와 금융상품이 발달한 유
럽 중심지에 있는 학교답게 투자와 파이낸스는

마지막으로 런던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의 허브라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물론 에너지, 보험, 해운 등의 구체적인 전공을

70%의 미국인과 30%의 기타 인종 간의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유

편성하고 있다. 해운(Shipping) 전공에서는 노

럽에서는 일단 모이면 그 구성원은 역설적으로 ‘기타’가 100%이다. 학교 조모임이든 소셜모임

르웨이, 그리스 등 해양강국에서 온 많은 유학

이든 구성원은 저마다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중국 혹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서로

생이 수업을 듣는다. 이중엔 거대 선주의 자제

가 비슷한 비중의 ‘기타’이므로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적다. 아울러 런던에

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다.

서는 유럽 내 어느 도시라도 50파운드가량에 저가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런던에 국제
공항만 6개가 있고 연간 비행 편수가 인천의 5배이며, 그 중 히드로(Heathrow)는 최근까지 국

강의의 특징을 두 문장으로 축약하면 다양한

제 여객 규모에서 부동의 세계 1위 공항이었다. 변방의 섬(Britain)에 불과한 영국이 대관절 어

금융/파생상품을 다룬다는 점, 전 세계 비즈니

떻게 유럽의 항공 허브가 될 수 있었을까? 추측건대 그 뿌리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부터 구축

스 최일선의 감각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커리큘럼을 보면 식량/곡물, 광물, 에너지/전

된 인적·물적 교역 경로의 존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파리, 로마, 베를린, 바르

기, 날씨, 선박 등 구체적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들의 실물거래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목이

셀로나, 암스테르담, 오슬로 등 유럽 구석구석을 각기 3~4일 정도의 짧은 여정으로 다녀오기에

폭넓게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물상품들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새삼 인류생존과 문명유지에 필수

안성맞춤이었다.

적이며 국제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둘째, 수업 중에 런던 증권거래소(LSE),
런던 금속거래소(LME) 등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실제 담당자들이 종종 와서 특강을 한다. 특히 교

절대왕정 및 제국주의 시절의 자산과 인프라를 기초로 현재까지도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

과목 중 일부는 아예 파리, 마드리드, 뉴욕, 두바이 등 역내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성을 누리고 있는 유럽. 그 유럽의 사회적, 상업적, 교통적 중심인 런던.

(실제 파리, 마드리드 수업에 참가) Inbound와 Outbound 양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비

이곳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그동안 ‘세계’를 떠올릴 때 미국 중

즈니스 현장에 다가서도록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심으로 사고했던 내게 문명, 다양성,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유럽
과 런던을 먼저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런던생활은 고물가, 문화적 전통, 다양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싶다. 첫째 주거, 교통,
의복, 의약품 등 물가는 악명 높은 대로다. 그러나 식료품은 Tesco 등의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경우
한국 수준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통은 지하철(Underground)을 주로 이용하는데, 1회권은
4~5천 원이나 되고 정기권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플랫폼마다 열차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표기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우리나라는 노선도에서 행선
지를 찾고 그 방향의 종착역을 확인한 후 그 종착역으로 향하는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열
차를 2분 이상 기다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속하다. 요컨대 런던 지하철은 가격과 편의성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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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향숙

국제화를 향한 노력,

글로벌 어학교육 프로그램 안내

Frontier

어학센터
위치와
개설 수업

SUPEX경영관 4층 446호에 위치한 어학센터에

아니라 Negotiation, Presentation, Leadership,

서는 경영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 비즈니

OPI 평가 등을 포함한 Tailored Program으로

스 중국어,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특히 EMBA는 3박 4일간 집중 합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로 진행합니다. 경영공학 박사과정에서는
OPI 성적 8 이상 성취와 Teaching Effectiveness
in English(BUS928), Business Presentation

영어
교육

BUS 과목인 영어수업은 English Proficiency

(BUS927), Academic Writing in English(BUS929)

Courses(EPC) 과목이라고도 하며, OPI와

의 3과목을 필수 이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OPI는 Oral

다. 또한 금융 MBA와 경영공학 학생은 Waiver

Proficiency Interview의 약자로 영어 의사소통

Tests를 통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영어 인터뷰입니다. 입학 전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OPI를 실시하고 그 결
과에 따라서 Basic Fluency 과목부터 Debate/
Discussion 과목까지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수

비즈니스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수업은 Beginner를 위한 초
급과 중급 1&2, 그리고 고급 1&2의 총 5단계

준의 영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이며 무학점 과목입니다. 초급에서는 처음 중

따라서는 OPI 결과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의

국어를 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발음,

EPC 과목 수강을 졸업 이수 요건으로 정해놓고

기본 어휘, 기본 표현, 기본 문법의 기본 강의와

있습니다. 또 OPI 결과는 교환학생을 선발할 때

Role Play 등을 통해 비즈니스 중국어의 기본적

와 외국인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의 분반 기준

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중급에서는 중국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입생 때 OPI를 꼭 받으

과의 무역, 투자, 협상 등에 사용되는 어휘와 문

시길 권장합니다.  

법, 표현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고급에서는 비즈
니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비즈니스

일 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학기 말에 Update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OPI를 실시하고 있으니, 매 학기 말에 신청하셔
서 한 학기 동안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 정도를 스스로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

GLOBAL LANGUAGE
TRAINING PROGRAM

리고 영어 성적을 제출할 일이 있을 때 이메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주당 3

외용 OPI Certificate를 발행해 드립니다.  

시간씩 3학점 선택과목으로 봄과 가을학기에
개설되는데 매 학기에 레벨 1, 2, 3의 세단계 수

Business Presentation, Academic English Writing,

업이 모두 가능하므로 단기간 머무는 학생도 각

Business English Writing 과목은 전공별로 맞춤

자 능력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경영공학의 석/박사 과정을
위해서 Business Presentation 과목과 Academic
English Writing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정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미디어MBA에서는 Business Presentation을
필수로 수강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MBA
에서는 BUS 2과목과 함께 Business Presentation
과 Business English Writing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MBA와 PMBA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름
방학에 Intensive English Immersion Program
을 개설합니다. 이는 Communication Skill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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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캠퍼스를 찾는 외국인(교환) 학생들은

hsl007@business.kaist.ac.kr로 신청하시면 대

바쁜 여러분을 위해서 KAIST 경영대학 어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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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에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맥주 제조는 굉장

2013년에 KAIST 테크노MBA에 입학해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히 쉬웠고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만들고 맛있으면 나눠먹고 맛없으면 버리기

‘食’ 주제에 맞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경영 및 양조 컨설팅

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다’는 얘길 듣는 걸 즐기기

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양조장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맥주 제조 관련

시작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201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맥주를 만들어야겠다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마침 MBA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양조를 혼자 공부하
고 나름 구상한 레시피들을 비즈니스로 잘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 제조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맥주를 제조하게 된 계기는 KAIST MBA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던데요?

하나에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학부 졸업 후 한국에 들어와서 경영 컨설

중학생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 혼자 요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어

팅 일을 하면서 정말 배울 게 많고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로의

떤 맛을 표현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자유롭게 상상하는 능력이 요리

꿈을 품고 KAIST 테크노MBA에 지원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 현용진 교수

에 대한 감각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주의 유명 셰프인 토비 푸

님의 유통론 수업을 통해 국내 맥주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 관

톡(Tobie Puttock)과 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호주에 유학을 간 첫해 우연히 그

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기업이었는데, 맥주도 타깃 고객층에 맞는 카테

친구와 자전거 사고를 계기로 레스토랑에 초대받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

고리가 여러 존재했고 변하지 않는 맥주 브랜드의 오랜 역사가 결국 가치이자

니다. 종종 토비의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해 소개

로열티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 후 지인의 추천으로 오가닉 허니듀

도 해주면서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일이 좋아서

(Organic Honeydew)를 마셔본 뒤, 이를 납품하셨던 분과 얘기해보면서 개인도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해주곤 했습니다. 한인식당에서 찾기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조합해 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

힘든 동치미나 간장게장 등도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는 친구들을 보는 게 좋았

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밀폐용기(발효통)를 구입해 2013년 겨울부터

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파스타와 스테이크
입니다.

말씀하시는 경험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철학과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합니다. 경영 컨설팅도 맥주 제조도
제가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일로 연결되었던 것
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 취미는 요리, 스쿠버다이
빙, 낚시, 서핑, 승마, 자동차 경주, 비행기 운전, 수영, 검도 등 30여 가지가 넘
습니다. 저는 ‘나비효과’를 믿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과거 사건들과 경험, 취
미들이 현재의 저를 만들어 냈고 지금의 매 순간이 미래의 저를 또 어떤 길로
안내할지 매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
금 행복하게 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

자신의 취미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영자,

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상재 동문을 만나다

KAIST 경영대학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KAIST 경영대학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
킹이나 교육 등의 인프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학
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도적으

현재 교내에서 박상재 동문의 수제 맥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로 움직이고 이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과 직함에

‘맥주 제조 전문가’로 소문이 자자하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재무와 국제경영을 전공하

갇혀있지 말고 다각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고 KAIST 테크노MBA 과정을 이수한 그가 이와 같은 색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사

다. 마지막으로, 같은 일이라도 재미를 느끼면서 몰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듯

+BUSINESS

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

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 누구보다 자기 일을 즐기고 끊임없이 연구하

니다.

는 박상재 동문의 다이내믹한 경험담과 앞으로의 고민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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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변화관리과정(AIC)은 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Change Management의 약자로써 차세대 CEO 양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이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기업의 핵심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며 최신 경영이론과
기업의 변화관리 기법을 교육해 미래의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
으로 기업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AIC 과정 동문 ㈜한샘 김룡 부장을 만나 이야
기를 나눠 보았다.

왜 AIC 과정을 선택하셨나요?

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따

저는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전체의 능력과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운동

라서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원의 동력

법무 관련 일을 처리합니다. 로펌에서 일하다가 기

경기로 따지자면 농구는 정말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이 되는 목표·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은

업에 들어가 보니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

있으면 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

구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후속타가 안 나

AIC 과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임원이나

오면 점수가 오르지 않는 팀 경기이지요. 회사의 일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해 주고

CEO가 될 중간관리자들이 경영 전반의 내용을 배

은 어떻게 조직을 잘 구성, 관리해서 최고의 성과를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울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이끌어 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한다는 점

AIC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이를 실천

서 알 수 있듯이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기

에서 로펌의 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었으며 훌륭한 교수님

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고 한국도 그

과 수업 환경 속에서 배우고 있을 때 시간의 소중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역

가장 관심이 있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함을 느꼈습니다. 배움을 통해 사회에 장차 기여하

량에 경영자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과정을 선

어느 한 과목을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는 KAIST 경영대학 동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택한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모인 동기들

같습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

간에 영감을 주고받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해 나

어서 강의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

갈 기회가 마련된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듣고

히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각각의 강의가 서로 연관

있습니다.

되어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관리
만 하더라도 인적자원관리 수업만이 아니라 SCM

AIC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현재 하시는

과목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부분만이 아닌 시

기업 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을 만나다

법무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실무에 적용

스템 전체를 바라보고 본질을 파헤쳐서 문제를 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해 나가는 방식이 기억에 남고 뇌 과학 수업에서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이 과정을 수료하기보

도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어

다는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임원이 되거나 중역을

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한샘 법무팀 부장 김룡 동문

맡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은 법무팀에 있지만 추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실무

되기 위해서는 회사 전체 조직을 통찰력을 가지고

를 담당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바라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법무팀 내에서만이 아닌 더 큰 중역을 맡을 것을

생각하는데, 이번 AIC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과정들이 향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변화관리과정(AIC) 28기
㈜한샘 법무팀 부장
김룡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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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일할 때와 지금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 회사에 법무팀이 처음 생겨서 조직을 갖

‘조직’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변호사 일은 아무리

춰가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을 만들고 체

복잡한 사건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혼자서

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회사 일은 내가 아무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 잘한다 한들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Compliance까지 다루는 부서로 키우고, 제가 담당

있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제 전문 분

‘조직의 일’이고 조직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가

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해서 우리 회사를 세계

POW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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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혜림 객원기자

마케팅 그리고 만남,

KAIST 경영대학 마케팅 동문 모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 이태원. 어쩌면 이곳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마케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 아닐까? 지난
4월 3일, KAIST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이들
이 “KAIST 경영대학 마케팅 동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이태원에
모였다.
이번 마케팅 동문 모임 행사는 마케팅과 세일즈 업계에 종사하는 KAIST
경영대학 동문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 그리고 KAIST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진까지, “마케팅”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
람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행사는 즐겁고 단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초반에는 모두가 서로 반가움을 표하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주를 이루었고, 중반부에는 KAIST 경영
대학 마케팅 분야의 대표 교수인 윤여선 교수가 마케팅 동문을 위해 짤
막한 강의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끊임

2015 경영대학

없이 인사이트를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공

멘토링 프로그램 킥오프

제 필드에서 경험한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이야기들이 오고

감을 샀다. 이 외에도 HP의 김영채 동문과 제일기획의 최크리 동문이 실
갔다. 행사 말미에는 KAIST 경영대학의 유일무이한 마케팅 동아리 MIN
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여 참석한 모든 이들의 어
깨를 들썩이게 해 한껏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지난 4월 10일 저녁, 경영대학 아트리움에 평소

수 있는 멘토와 멘티들이 처음 만나 식사를 즐

점을 질문하며 식사했다. 정우철 멘토에게 프로

학교 근처에서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얼굴들이

기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

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자, 처음에는 후배

마지막 추첨 시간에는 CJ프레시웨이에 재직 중인 박성수 동문이 헬기투

많이 보였다. 즐거운 표정의 이들은 학교가 익

되었다.

들 중에 스카우트할 인재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

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박성수 동문은 “운 좋게 헬기투어 이벤트까지

에 참여했으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멘토링 프로

당첨되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경품이 아닌, 추억을 선물 받게

숙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바로 KAIST 경영
대학 졸업생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동문

행사는 김동석 학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김

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꾸

되어 기쁨이 배가 되었네요”라며 당첨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임 장소

들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에 참여

동석 학장님은 건배 제의를 통해 힘든 회사 생

준히 멘토로서 참가해주는 졸업생이 있어 올해

인 이태원은 외국인이 많아 마케터에게는 Creative 창출의 산실인데, 이

하기 위해 퇴근 후 홍릉을 찾은 것이다.

활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프로그램에 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훌륭

런 곳에서 처음 뵙는 마케팅 분야 동문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유익했습

꺼이 참석해준 졸업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

한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니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했던 테

멘토링 프로그램은 재학생 멘티와 졸업생 멘토

고,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계속 연결하여 후배

를 연결하여 멘티들이 궁금해하는 최근 연관 산

와 선배가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전통을 만들

멘토와 멘티는 4월에서 11월까지 KAIST 경영대

해 업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경험했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들

업의 동향과 취업을 위한 조언을 받고, 유용한

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학의 지원을 받아 자율 활동을 이어가는데 입학

을 수 있었어요.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재학생으로

취업지원실은 매달 우수 그룹 시상과 활동 내역

서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총 45명에 달하

크노MBA에 재학 중인 박진희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동문이 참석

는 졸업생 멘토는 증권·자산운용·IT·컨설팅·제

다년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석해온 정우철 멘

을 공유 받아 그룹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업 등 각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정보에 목마

토는 경영공학 석사 출신으로, 컨설팅 분야에 몸

모든 활동이 완료된 11월에는 최종 미팅 및 활

이제 2회를 맞이한 KAIST 경영대학 마케팅 동문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

른 후배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어 프로그램에 참

담고 있다. 녹색정책 전공의 멘티들은 정우철 멘

동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가하고 있었다. 오늘의 킥오프 행사는 이 기나

토에게 컨설팅 업계의 현황과 컨설팅 분야에서

긴 일정을 시작하는 첫 모임으로써 다소 어색할

나타나는 녹색 관련 이슈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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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경은 기자

Frontier

그리고 오후 5시, 미리 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KAIST 경영대학인들의 퀴
즈대회 ‘카이스트 벨’이 진행되었다. 윤여선, 이창양 교수가 경영지식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제를 출제했다. 엎치락뒤치락하
는 점수 차이는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그 결과 테크노MBA 14학번 손
동진, 김태우, 심지영 학우의 ‘한잔해’ 팀이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차지했
다. 그리고 2등 또한 테크노MBA 14학번 이원일, 박상현, 황새롬 학우의
‘출제자님 저희 맘에 안 들죠?’ 팀이 차지하며 마무리되었다.
우승자 손동진(테크노MBA ’14) 학우는 “대회 당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SUPEX 앞 조형물의 작가를 외우다 경쟁 팀을 마주칠 정도로 대회에 집
중했고 팀원마다 다른 분야를 담당하며 전략적으로 준비한 덕분이었는데
요. 김태우 학우는 IT와 마케팅을 심지영 학우는 재무와 회계를 저는 그
밖의 연륜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간 덕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뒤쳐지다 후반부의 높은 배점 문제를 맞추며 1등을 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윤여선 교수님으로부터 우승 시상을 받은 순
간은 대학원 생활을 기념하는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우승 소
감을 밝혔다.

2015 KAIST FESTIVAL
내년 졸업 후에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의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축

‘카이스트야, 넌 놀 때가 젤 예뻐’

제를 즐기는 것 같았다.
축제를 즐기다 만난 이지영 경영공학 석사과정 학생 역시 “알차게 꾸며

KAIST 경영대학에는 체육대회, 축제, 바자회 등 매년 꽤 많은 행사가 열

진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면서 축제의 슬로건처럼 정말 ‘축제의 민족’이

린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을 위한 행사를 꼽자면 단연 축제

된 것 같았고 축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도 처음엔 기이하게 생겼다고 생

가 아닐까 싶다. 햇볕이 따스하던 어느 봄날, 홍릉 캠퍼스에 바로 그 축제

각했지만, 계속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재미있게 느껴졌다”며 즐거워했다.

가 열렸다. ‘카이스트야, 넌 놀 때가 젤 예뻐’라는 축제 슬로건처럼, 쉴 틈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과제에서 잠시 벗어나 땀을 흘리고 게임을 하

즐거운 축제를 준비해준 기획단 권유미(녹색정책 ’14) 학생은 “KAIST 경

며 즐겁게 놀 수 있는 하루였다.

영대학인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 행사
를 기획하며 힘들었지만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

이번 축제는 학부 시절의 왁자지껄한 축제와는 달리 스스로 즐기며 소소

으로 끝날 수 있었다”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해했다.

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했다. SUPEX경영관 앞 원형 광장에는
학생회 및 경영대학의 대표 동아리가 마련한 ‘미니게임 부스’, 2층 아트리

다시 대학생이 된 듯 캠퍼스를 누비며 보낸 하루의 마지막은 바로

움 앞에는 사회적기업가MBA 학생들이 마련한 ‘SE MBA Store’, 농구장에

Networking Party! 땀을 흘리며 어울렸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두 아트

서는 ‘미니 체육대회’, 아트리움에서는 교환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리움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맥주를 함께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 직접 요리한 ‘세계 각지의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었고, 최종현 홀에서
는 ‘카이스트 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홍릉 캠퍼스를 가득 채우

이번 축제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학창시절 축제로 기억될 것이고, 또 누

며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2015 KAIST 경영대학 축제는 그야말로 성공적

군가에게는 회사를 떠나 오랜만에 즐긴 반가운 축제로 기억될 것이다. 따

이었다.

뜻했던 봄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낯설었던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뜻
깊은 하루였다.

원반던지기, 제기차기, 다트 등이 준비된 미니 게임에서는 성공한 횟수에
따라 미니 스탠드, 목베개 등 실용적인 상품들을 획득할 수 있었고, SE
MBA Store에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건강 주스와 각종 소품을 쇼핑할
수 있었다. 또한 재료 구입부터 요리와 서빙까지 외국인들이 손수 준비한
세계 각국의 음식 또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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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mpetition 소개
경영사례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사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재미있고 다양한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자
입학취업지원실(실장  :  윤미자)의 도움을 받아 2014년 9월부터 12월 초에 걸쳐 경영대학 내에서 처음
으로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을 개최했습니다.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에서 17개
팀이 참가하는 등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4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 우수상 팀

벤처신화 골프존,
성장동력을 유지할 것인가?
오창화(테크노MBA), 안가원(테크노MBA), 백승휘(경영공학 박사과정)
나이스 샷~! 어느 주말 오후 필드가 아닌 스크린 골프장에서

먼저 사업주와의 관계가 문제이다. 골프존 점포 수가 급격

사례 연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국내외 기업의 경영 사례를 발굴해 전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을 익히

설전이 한창이다. 평소 골프를 즐기는 안영표 팀장은 오늘도

히 늘어나며 이제는 많은 점포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있다. 이

고 기업 경영 실무와 이론을 접목할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례 학습을 통해

어김없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 얼마 전에 새로 산 나이키

에 따른 점포 간 자기잠식효과 때문에 각각의 점포들도 수익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여러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골프채를 들고 평소보다 더 기분 좋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뮬레이터 구입에 따른 비용

통해 경영대학의 사례 연구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KAIST 경영대학이 전 세계에 국내 기업의 우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안영표 팀장의 낯빛이 잠깐

이 증가하면서 많은 수의 점포주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경영 사례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어두워졌다. 금일 오후에 진행한 사장님과의 회의가 불현듯

두 번째 당면 과제는 지속적인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이다. 골

생각났기 때문이다. 퇴근 후에는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 한

프존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개발도 앞으로 고

편으로는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다.

려해야 할 문제이다. 골프 시뮬레이터 산업에서는 시뮬레이

2015년 가을학기에 제2차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팀에게 소정의
연구 활동비가 지급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상 수상팀은 해외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도 일부 받게 됩니

터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의 위협에 가장 효

다. 또한 연구한 사례 결과는 지도 교수의 감수와 경영사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경영대학 사례 연구

골프존은 2000년 창업 후 수많은 벤처기업이 문을 여닫는 가

과적으로 대처하고 지금과 같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 유

시리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봄 학기 수업에서 발표했던 경영 사례를 수정 보완하거나 가을학기 수

운데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지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강하는 과목에서 사례를 작성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과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골프존은 국내에 ‘스크린 골프’라는

한다. 세 번째로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뿐만 아니라 필드 골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현재 시장 점유율 80% 이상, 매출액

장 사업 부문에도 진출하였으나 최근 국내 골프장의 평균 영

3,600억 원 규모인(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표 성공 벤처

업 이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골프존은 이 사업에 진입

기업이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함께

하며 골프장 4개를 영업 중이고 새로이 1곳을 공사 중이다. 지

매출액 또한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골프장과의 차별화 전략이

도 불구하고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골프산업의 발전으

필요하다. 골프존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필드 골프장과 융합

로 인해 시장 전망이 좋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 경영사례센터장 박광우 교수
2014 KAIST 경영대학 Case Competition 수상팀
대상
우수상

“카카오의 성공, 그리고 다음” : 이원일, 김형욱, 송민섭, 윤영진(이상 테크노MBA)  
“벤처신화 골프존, 성장동력을 유지할 것인가?” : 오창화, 안가원(이상 테크노MBA), 백승휘(경영공학)
“서울시 고척돔구장 회고: 의사결정의 중요성” : 김동연, 박규홍, 전익진(이상 경영공학)

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국내시장의 포화로 주력

사업 또한 만만치 않다. 골프존은 2009년 일본 법인 설립을

이었던 시뮬레이터 판매가 신통치 않았다. 한편, 하드웨어를

시작으로 캐나다, 중국, 타이완 총 4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보

벗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러한 전략

유하고 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이 체결된 디스

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성

트리뷰터를 통해 러시아, 중동, 영국 등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장동력의 엔진을 잃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골프존은 다양한

있다. IPO 이후 조달한 자금의 최대 500억 원을 해외 시장 진

시도를 준비 중이다.

출에 투자할 만큼 사업의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스크린
골프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만큼 아직 해외시장이

골프존의 비전은 ‘2020년 골프 업계의 리더가 된다’이며 이에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른 전략적 목표는 다섯 가지의 주요 사업군을 기반으로 10
조 이상의 시장 규모인 골프 업계 전 가치사슬에서 종합 골프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안영표 팀장은 내일 아침 중역회의에

문화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스크린 골프(하드웨

서 발표할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일주일 전 임원회

어) 시장에 집중해 초석을 마련했다면, 네트워크 서비스를 강

의에서 회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수집하고 분석했던 자료

화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 추가로 필

를 토대로 골프존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해 발

드 골프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 종합 골프 문

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겉

화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네트워크 및 유통 부분의

으로 보이는 실적이 아닌 내부 현상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

매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는 것처럼 보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영표 팀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골프존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례 지도  :   박광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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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셰프>와 ‘백주부’, 그리고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이해하기
요리, 그리고 음식은 ‘부드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은 분노, 슬픔, 긴장,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고 즐거움, 기쁨, 흥분, 평온함처럼 긍정적인
감정들을 돋운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강해지는 법. 우리가

또 다른 셰프 백종원의 활약,
손쉬운 메뉴의 매력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소셜 미디어는 결국 사람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

칼이 ‘맛’에서는 프로, ‘소셜 미디어’ 앞에서는

‘푸짐한’ 외모와 ‘가벼운’ 메뉴로 사람들의 마

각양각색 음식 프로그램의 유행은 따뜻한 위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시공간이 확장되듯이 음식을 ‘나눌’ 때에는 감정의 치유와 전

아마추어인 ‘현실적’인 캐릭터였다면 최근 대한

음을 사로잡은 칼과 ‘백주부’의 닮은꼴 성공 뒤

와 즐거움, 나눔이 부족한 이 시대의 불안함을

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밥 한끼 먹자’는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요리

민국 ‘쿡방(요리 방송 프로그램)’ 열풍의 핵심인

에는 모두 ‘소셜 미디어’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

반증한다. 진솔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소셜

와 음식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던 이유다.

‘백주부’ 백종원은 ‘맛’과 ‘소셜 미디어’ 모두를

다. 칼의 아들 퍼시는 트위터는 물론 페이스북

미디어의 범람 또한 마찬가지다. 혼자서만 뽐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능력을 보여

과 바인을 활용하여 ‘엘 셰피’가 온라인 핫이슈

내고 허세 부리는 소셜 미디어라면 혼자서 먹

주고 있다.

로 떠오르는 데에 훌륭한 불쏘시개 역할을 해

는 최고급 코스 요리와 다를 바가 없다. 맛이야

작지만 실력 있는 노포(老鋪) 같은
영화, <아메리칸 셰프>

못할 요리로 유명 음식 블로거에게 혹평을 받

냈다. ‘백주부’는 1인 인터넷 방송 형식을 차용

있겠지만 의미는 없을 테니까. 소셜 미디어는

게 된다. 인신공격적 평가에 분노한 칼은 ‘미숙

<마이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 <집밥 백선

한 마리텔에서 가장 돋보인다. 실시간 채팅방

결국 사람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 사용’이 시발점이 되어 트위터로 설전을 벌

생>, <한식대첩> 등 각종 요리 방송 프로그램의

에 들어온 시청자들의 자극적인 반응에 구수한

한다. 너와 내가 나눠 먹은 떡볶이가 이야기 되

2014년 개봉하여 트라이베카영화제, 뉴포트비

이게 되고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해 결국 레

중심 캐릭터로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

충청도 사투리로 유연하게 응수해가는 모습이

는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소

치영화제 등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에서

스토랑을 그만두기에 이른다. 모든 것을 잃은

는 ‘백주부’가 소개하는 요리법은 누구나 손쉽

웃음을 자아내는 것.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과

셜 미디어가 아닐까?

관객상을 수상, 그 진가를 증명한 <아메리칸 셰

칼은 전처 이네즈의 응원과 배려로 쿠바노(쿠

게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연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것일까?

프>. 일단 출연진의 훌륭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바 샌드위치)를 주력 메뉴로 하는 푸드 트럭

없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감독 겸 배우이자

‘엘 쉐피(EL JEFE)’를 론칭하고 그동안 서먹했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그럴듯

첫째, 위기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도

아이언맨 시리즈의 감독으로 유명한 존 파브로

던 아들 퍼시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시작해 LA

해 보이는 요리를 완성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전정신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칼은 ‘소셜 미

가 각본, 감독, 주연의 1인 3역을 소화한 이 ‘저

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푸드 트럭 전국 일주를

‘나도 저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피어오

디어’ 상에서의 실수로 직장까지 잃는 위기에

예산’ 영화에 더스틴 호프만, 스칼렛 요한슨, 로

떠난다. 칼의 멋진 요리 실력으로 완성된 ‘버터

른다. 만들어보고 싶기는 ‘엘 셰피’의 쿠바노도   

빠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착

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의 특급 스타가 조연급

듬뿍, 치즈 듬뿍’ 쿠바노는 ‘소셜 미디어 천재’

마찬가지.  

수했다. ‘백주부’는 본인의 결혼과 관련한 온라

으로 출연, 영화를 빛냈다. 꼭 최고급 식자재를

퍼시의 활약을 통해 SNS를 뜨겁게 달궜고 ‘엘

인상의 루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피하

고집하는 골목길의 실력 있는 노포(老鋪)를 보

쉐피’는 가는 곳마다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지 않고 방송 출연을 결정, 위기를 돌파하는 데

는 듯하다.

에 성공한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기 원한다
면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 둘째, 진심과

‘위대한 영웅의 위기 극복 스토리’ 전개는 어느

경험의 힘이다. 칼이 푸드 트럭의 주력 메뉴로

정도 뻔하지만, 영화 곳곳의 볼거리와 즐길 거

쿠바노를, 전국 일주의 시작점으로 플로리다를

리가 영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사람들을 즐겁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쿠바노와 플

게 하는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요리의 길에 들

로리다가 본인의 초심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

어선 ‘칼 캐스퍼’는 고향 플로리다에서의 성공

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설탕이 난무하는 ‘백

을 발판 삼아 LA의 고급 레스토랑에 셰프로 입

주부’의 레시피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마

성하지만 요리에 매달리다 가족과의 관계를 잃

찬가지다. 거기에 진심과 경험이 듬뿍 담겨 있

고 만다. 설상가상, 레스토랑 오너에게 메뉴 결

는 까닭이다. 유행만을 따라 하고 허세를 부리

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납득

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는 결국 독으로 돌아오
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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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콘퍼런스
취재기

FINANCE
TECHNOLOGY
최근 ‘핀테크(FinTech)’란 단어가 낯설지 않을

진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핀테크 생태계 구축

(테크노MBA) 학생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핀테

김동석 학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국내 사업 계

정도로 각종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핀

을 위한 조건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핀테

크 산업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획을 밝히고 있는 알리페이처럼 금융·물류를

테크란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

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김동

자리였다”며 “특히 핀테크 기술이 간단하고 편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그간 키워왔는지 생각하

(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일컫는 신조

석 KAIST 경영대학장은 “지급 결제 등에 국한

리할수록 더 많은 보안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

게 된다”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주

어다. 기술 중에서도 주로 IT기술과 결합해 새로

된 논의를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창조적 파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진 금융 시

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고, KAIST 경영대학

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미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병

장과 비교했을 때 여러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

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을 담당해

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장은 “빅데이터 기

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웠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라고 소감을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핀테크 산

기술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

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금융을 바르게 이해

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또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뉴욕과 런

에 우리 KAIST 경영대학은 핀테크의 핵심 키워

지난 5월 21일 KAIST 경영대학은 ‘세계 금융시

던은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드를 개방·협업·혁신으로 보고, 심층적 핀테크

장을 향한 한국 핀테크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

서울은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관련 프로그

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계, 금융계, ICT산

며 “과감한 투자로 서울의 핀테크 역량을 높이

램’ 및 ‘핀테크 집중 MBA 교육과정’ 등을 개설할

업, 정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

자”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나채민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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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KAIST

KAIST 경영대학 창업 동아리,

K-Ventures!

TARGET GROUP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국 젊은 층의 창업에 대한 관

MOTIVATION

심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최
초이자 최고의 MBA School이라 자부하는 KAIST 경영대학
에도 드디어! 창업 동아리가 신설됐다. 창업 동아리를 모집

KickOff Meeting

한 테크노MBA 오륜록 학우는 KAIST 경영대학에 창업 동아
리가 없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겨 과감히 창업 동아리 모집 공
고를 냈고, 15명의 테크노MBA, PMBA, IMBA, SEMBA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모였다. 창업 동아리 ‘K-Ventures’의
Kick-off Meeting 현장에 살짝 찾아갔다.
IDEA
2015년 봄학기가 막 마무리된 5월 26일 저녁, 401호 강의실에는 열정 넘

사실 오륜록 학우는 입학 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대한송유관공사를 다

치는 눈빛의 학우들이 모였다. 일부는 이미 창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혹

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갈망하여 과감히 그만두고

은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가 가득한 학우들이었다. 짧은 자기소개를 통

테크노MBA에 진학했다. 그는 “내가 주체가 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

해 자신의 관심사, 능력을 어필하며 서로 인사를 마쳤다.

으며 내 생각이 실현되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바로
지금,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 창업을 생각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K-Ventures는 총 9회의 모임을 통해

대부분이 두렵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탓에 망설인다. 무엇이 되었든 지금

서로 가치관이 맞거나 혹은 유사한 아이템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팀을

도전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표정은 어느새 변했고 그 열정이

구성한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 사업 계획서 작성까지 마무리하는

기자 본인에게도 진실하게 와 닿았다.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다양한 공모전에 제출해 수
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능하다면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에 접

함께 동아리를 이끌어 가는 김은철 학우(테크노MBA ’15) 역시 “항상 창업

촉하여 직접 아이템을 실현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으며, 모두가 알고 있
듯이 ‘조직생활은 그 끝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번쯤 진실한 노력을 다해

동아리 회장을 맡은 오륜록 학우는 이지선 학우(테크노MBA ’14)와 함께

자신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

봄학기 동안 발전시키고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KAIST 대전 본원에

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 개최한 ‘KAIST 모의 창업 경진 Tech Start-Up R&BD’에 진출하여 당당
히 입상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불안정한 고용시장,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창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이

자문과 일정 지원금을 받아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진행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혹은 실패에

할 예정이다. 개인의 단순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 책, 영화,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왔던 학우가 있다면 이들과 함께 무엇이 되었

노래 및 유명인의 한 줄 글귀를 통해 감성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든 부딪쳐보는 것은 어떨까? 오륜록 회장은 “동아리에 대한 응원과 더불

을 기획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더불어 유저의 감성 상태에 맞는 글

어 마음의 떨림을 느꼈다면 꼭 한번 문을 두드려보라”고 당부했다. 아직

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감성 큐레이션이 가능한 ‘감성 플랫폼’을 구현

정식 동아리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2학기에는 KAIST 대표 창업 동아리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리 잡아 먼 훗날 K-Ventures 출신의 많은 CEO가 배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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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불붙는
조직 만들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시형 박사의
둔하게 삽시다

사회적 경제 전망과
가능성

이형준

마이클 포터, 마이클 샌델,
리타 맥그래스, 돈 탭스콧,
맷 킹돈

이시형

심상달, 강민정, 라준영,
양동수, 양용희, 이원재

PMBA ’14

최예원

PMBA ’14

신윤섭

PMBA ’14

박주호

PMBA ’14

구지현

<Fire! 불붙는 조직 만들기>.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의 뇌리에 꽂혔다. 7년간 회

전략에 관심이 있는 MBA 전공 학생과 바쁜 직장 일로 인해 전략 포럼행사에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둔하게 삽

사회적 경제란? ‘착한 일을 하며 돈도 벌겠다’로 단순하게 해석해볼 수 있다.

사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나와 회사

참석하기 힘든 직장인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에는 세계적 석학 5명이 기

시다’라니.. 지금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일 세상에 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2011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

를 위한 성과 창출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도대

업의 차별화를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지 자세히 나와 있다. MBA 전략

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이기에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

두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대두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체 나는 막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는 대리/

공부를 하며 한 번쯤은 들어본 석학들이다. 이번에 개최되었던 동아 비즈니

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둔하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정적인 의

기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다룬다.

과장으로서는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일할

스 포럼에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

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을 펼쳐 봐도 미련하다, 아둔하다, 우둔하다, 굼뜨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팀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7년간

을 시작으로 <정의는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 등 다양한 석학들

다, 무신경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등의 말로 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

‘사회적 기업가는 고기를 주는 것은 물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

해왔던 것 같다. 국내 다른 조직과 관련된 도서, 팀장 지침서, 팔로워의 역할

이 초청되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과 기업의 사

은 그 반대를 원한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재빠르다, 영리

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 대부 빌 드레이튼의 인용구를 소개하며

등에 관한 책들을 읽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고 공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

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일관되게 연결하면 성과를 증폭시킬 수

하다 등. 이렇게 살아야 이 야박한 세상에서 밥벌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사회적 기업가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었다. <Fire! 불붙는 조직 만들기>는 한 팀장이 자신의 조직과 일상생활의 이야

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업이 앞장서서 사회의

것 같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 이제 좀 둔하게 살자’라고 권한다. 요즘 우리나

를 변혁해나가는 개혁가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즉,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

기를 에피소드로 풀어내면서 리더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팀원들을 잘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상이 전환되고 차별화에

라 사람은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과민 상태에 다다라있다. 지하철 폭행사건은

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의 아이

이끌고 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주변 선후

성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포럼에서 전체 자본주의의

일부일 뿐이며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들을 보면 이미 위험 수준을

템은 빈곤, 의료 등 아픈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많은 사람이

배들의 노하우를 통해 배워가는 모습을 책 속에 녹여냈다. 조직생활에서 쉽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SV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 하나하나가 의

넘고 있는 것 같다.

미처 인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 그런지 팀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팀장

미 있고 좋은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풀

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다.

기 위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워 살지 않으면 자

이 책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지식 총서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칫 낙오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저자는 도대체 우리 사회

과 함께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소개한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팀장의 역할이라

컬럼비아 대학교 MBA의 리타 맥그래스 전략 경영 교수는 혁신을 위한 구체

가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을 과민하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파헤치며 이러한 모

다.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입문서로

고 생각했던 나에게 팀장의 역할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꼭 무엇이 잘

든 것을 ‘과민증후군’으로 부른다.

추천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사회적

주었던 책. 조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팀원 간 갈등 상황, 회

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기본 원칙을 배워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

의자리, 술자리, 조문 시) 속에서 조직의 섭리와 사람의 심리 등을 적절히 풀어

다. ‘똑똑한 실패를 통해 혁신은 시작된다’라고 말한다. 디지털 비즈니스 전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심각하게 목표지향적이었다. 과정이야 어찌 되

학생부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적 경제에

내어 이해하기 쉽게 교훈을 준다. 이 책은 팀장이라면 실전서가 되겠지만, 성

략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CEO 돈 탭스콧은 디지털 기술혁명에 Burning

든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주류였다. 과정을 무시한 채 목표 지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에게 두루 유익할 것이다. 시중에 관련 도서가 많지 않

과를 내면서 일할 맛이 나는 팀을 만들기 위한 팀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얼

Platform을 강조하며 Platform 업계 내에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향적으로 달리면 운 좋게 목표에 빨리 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문제

은데 이 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마 후 내가 팀장이 되었을 때의 예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가장 와 닿는

다. 10가지 모델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소개했다. ‘?왓이프!’ 컨설팅사 대표

가 생긴다. 또한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조마조마하기

구절이 있다면 ‘일이란 결국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 팀장, 팀원의 직위를 떠

맷 킹돈은 ‘I × I × I × I = I’의 단순하고도 기억하기 쉬운 공식을 발표했다. 공식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이 과민해질 수밖에 없다. 경주마와 같이 앞만 보며 내

나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일할 맛 나는

의 의미는 Identify(정의)× Insight(통찰)× Idea(아이디어)× Impact(영향)=

달리면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가끔은 양옆과 뒤쪽을 보며 전진해

팀, 고성과를 창출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팀장과 자꾸 부딪히거나 ‘팀장으로

Innovation(혁신)이며 이 중 하나라도 값이 ‘0’이 되면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걸음이 뉴요커에 비해

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팀원들이 잘 따라와 줄까’라며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잘 짜인 프로세스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스토리 텔링

두 배가 빠르다는 어느 기자의 보고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남들이 300년

주저 없이 이 책을 추천한다. 책을 읽고 나면 아마 당신의 팀도 일할 맛 나는,

의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걸린 산업사회를 불과 40년 만에 거뜬히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예로 들 수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강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기업의 역사,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가를 지망하는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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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과정, FT 랭킹 4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20위 기록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이 영국 파이낸셜 타
임스(FT)의 ‘경영자과정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아
시아 1위, 세계 20위를 기록하며 국내 경영자 교
육과정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년 세계
명문 경영대학원의 경영자과정에 대해 프로그램,
교수진, 새로운 기술과 학습효과 등을 평가해 상
위 70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는 FT 랭킹은, 프로
그램이 갖춰야 할 각종 조건과 일정 수준 이상의

2015 KAIST 경영대학
Open School
2016년도 MBA 및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8월 22일 토요일 11시에
KAIST 경영대학 1호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
이다. 입학설명회에서는 각 전공의 특징 및

Frontier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원(MIPT), 본교 방한 및 교육 이수
지난 5월, 2주간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원(MIPT) 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을 방문해 교육을
이수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원(MIPT)은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을 정도로 응용물
리학 및 응용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올해 응용 시스템 엔지니어링 석

이재규 교수가 지난 7월 1일, 세계정보시스템

둘러보았다.

학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스크바 물리기술원(MIPT)의 미추린 발레리(Michurin Valeriy) 학

있다.

생은 “KAIST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방법, 강의내용, 의사소통 수준을 우리에게 맞춰 교육을

교육과정 규모를 충족시켜야 평가에 참여할 수 있
어 공신력 있는 랭킹으로 꼽힌다.

및 시설 등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규 석좌교수,
한국인 최초 세계 최고 권위
IS학회 ‘AIS’ 회장 취임

사과정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 현장을 직접

장점, 교수 및 재학생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이를 통해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은 4년 연속 아시아 1위 자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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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준호 기자

제공해준 점에 만족한다”라며, “강의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장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주
셔서 고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의 책임교수였던 김보원 교수의 수업은 학생들
의 강의평가 및 과정 만족도 설문에서 만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AIS) 회장으로 취임했다. AIS는 세계 90개국
4천여 명의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이 모이는
최대 학술단체로, 이재규 교수는 지난해 5월
한국인 최초로 AIS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교수는 지난 1년 간 차기 회장으로서 학회
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해야 할 역할과 책임,

키며, 세계 순위에서 지난해 대비 4계단 오른 20

비전에 대해 모색하고 취임을 맞아 학회의 공

위를 기록했다. 특히 세계 순위 20위권 내에 아시

식 비전으로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을

아 경영대학으로는 KAIST 경영대학이 유일했다.

채택, 발표했다.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
은 익명의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범죄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무선 인터넷의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
국제 협약을 개발하는 데 목표가 있다.

금융전문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수 성과 대학으로 선정

혁신·변화관리과정(AIC)
28기 해외 워크숍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을 2015년도 우수 성과 대학으로 선정했

혁신·변화관리과정(AIC) 28기가 지난 5월 21

다. 이는 귀국 연수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인정받아 이룩한 성과이

일(목)에서 23일(토)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

다. KAIST 경영대학이 구축한 시스템은 크게 설문조사 및 연수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온라인 학습

카로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다.

조직 구축 시스템, 네트워킹 활성화 시스템으로 나뉜다. KAIST 경영대학은 설문조사 및 연수생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연수생의 귀국 이후 보직 경로 및 현업 수행 활동을 조사했으며, 이는 중장
기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조직 구축 시스템에서는 금융 전문가 및
해외 석학들의 강의 영상 및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연수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귀국 연수
생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동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점도 공로로 인정받았다.

녹색정책프로그램 스승의 날 기념식수
2015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정책프로그램 재학생이 교수님들께 카네이션과 감사 편지를 전달

KCB 영상 리포터 1기 선발

경영공학 학생 수상 소식

KAIST 경영대학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부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소현지 박사과정

터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생과 홍진표 박사과정생이 오원석 교수의 지

그곳에서 AIC 28기는 마이시마 공장, 교세라

KCB 영상 리포터 1기가 6월 5일 임명장을 받고

도를 받아 2015년 한국 디지털 경영학회 춘

등 일본의 혁신 경영 사례를 통해 소속 기업에

활동을 시작했다. 6월 8일에는 첫 미팅을 통해 앞

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 논문상과 우

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

으로의 활동에 대한 예열을 끝마쳤다. 영상 리포

수 논문상을 받았다. 소현지 박사과정생의 논

졌다.

터는 앞으로 교내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이야기를

문은 ‘The Pursuit of Conversion: Effects of

AIC(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Mediating Channels on Product Choices and

Change Management)는 팀장 및 실무 책임자

Purchase Propensities in Social Commerce

등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양

Platforms’, 홍진표 박사과정생의 논문은 ‘The

성 교육과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약 1,100

Economics of All-You-Can-Read Pricing: Tariff

여 명의 유수의 인재를 배출해온 KAIST 대표
프로그램이다.

하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제창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형광장 한쪽에 나무 한 그
루를 심었다. 행사에 참가한 교수님들과 학생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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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AIM) 42기 해외연수

Choice, Contract Renewal, and Switching for
E-Book Purchases’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최고경영자과정(AIM) 42기는 지난 5월 23일(토)

또한 배종태 교수가 지도하는 경영공학 박지

에서 29일(금)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 샌

훈, 이종선 박사과정 학생은 2015년 한국중

프란시스코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해에 이

소기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기술 라이선

어 두 번째로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해외연수에서

싱 도입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

AIM 42기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우

SAP, 구글, 오라클 본사를 방문했다. 또한 한국인

수 논문상을 받았다. 한편 권민경 박사과정

벤처 모델 사례 특강을 듣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국

생은 2015년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

내에서 접목 가능한 최근 신기술 동향을 몸소 체

연구회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 ‘Investment

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Horizon of Shareholders and Post-Earnings-

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은 기술의 진화와 산업의 컨버전스 시대라고 일컬

Announcement Drift’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

어지는 현대에 신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과학적·창조적 경영을 위한 최고경영자 교육

문상을 받았다. 권민경 학생의 지도교수는 김

과정이다.

동석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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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준하 동문(테크노MBA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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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
말합니다.
N은 신경(Neuro)을 의미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신경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뇌를 중심으
로 하는 중추신경계와 각종 말초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과 행동이

Roadmaps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오감적 기능과 작용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말해주
는 개념입니다.

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P는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의미하며, 언어에 의해 유발된 신경적

것이 있을 것입니다.저에게 전환점은

반응은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나

대학원 시절 공부한 NLP입니다. NLP

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프로그램화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를 배운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상

NLP는 1970년대 중반에 미국 산타크루즈에 소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방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에서 심리학 석사과정 학생인 리차드 밴들러가 같은 대학교 언어학과 교

이 달라졌고,경영컨설턴트로써 일을 하

수인 존 그린드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변화와 치

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졸업 이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료를 위한 당대 최고의 심리이론 및 기법, 그리고 전통적 최면과는 구별
되는 에릭슨 최면법을 통합하여 NLP를 만들었으며, NLP는 가장 짧은 시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일 중 하나인 커리어 컨설팅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서 NLP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정보와 영상을 확
인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오늘날 NLP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보

동문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 NLP가 무

급되고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NLP는 심리치료-상담심리학 분야

엇인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게

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교육/학습, 경영/비즈니스, 스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포츠와 예술, 인간관계, 자기개발, 성공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

목표를 성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고 있습니다.

위해 NLP 공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

r

NLP

Your thinking process - the
way you use your senses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around you.

Linguistic
Your words - the way you use
language and how it influences
you and those around you.

보내 주세요.

발전 기금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 2015년 6월)

ts

인 신체언어도 포함되며, 이러한 언어가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Neuro

ep

NLP에서 말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언어

소식을 nrjung@business.kaist.ac.kr로

nc

어를 통해 부호화, 조직화되며 의미부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조사, 기고 등 동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Co

L은 언어(Linguistic)를 의미하며 인간의 심적과정(Mental Process)은 언

ALUMNI ZONE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vio

마음과 행동의 작동 원리와 변화를 위한 최신의 심리-언어기법의 체계를

Your behavior - the way
you organize your ideas
and actions, which produce
expected and unexpected
results

ha

NLP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프로그래밍)란 인간의

Be

내 인생의

NLP란

개인 기부
<일반 기부> 주현 EMBA 4기
<후배사랑 장학금>
조만희 FMBA 15기 조아라 동문 학부형
구윤모 테크노MBA 16기
기업 기부
㈜디알비동일
매일유업㈜
㈜코람코자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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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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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겠습니다.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정나래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Frontier Summ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