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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경영학 교육·연구기관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한가운데에 자리해 온 연세경영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연세경영은 꿈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
거대한 문명사적 변환의 시대를 맞아

연세경영은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사회로
세상을 이끌겠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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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Innovative
Curriculum

연세경영은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혁신적 커

시대 변화에 따라 리더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ness Intelligence’ 등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전개

연세경영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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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큘럼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합니다.

배움을 넘어 사회혁신 역량을 키우는 ‘Social
Engagement’,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Problem-Solving Competence’,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

하는 ‘Startup & Entrepreneurship’, 과학적 사고
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높이는 ‘Digital Busi함으로써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SPECIAL THEME

연세경영은 201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경영 모
델을 학문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이러한 K-Man-

agement 연구 성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

습니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 연
구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차산
업혁명의 본질과 전개 과정, 발전 방향 등을 연

구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05

YSB 2018 Annual Report

Future-Oriented
Research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연세경영의 교수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연구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침으로써
경영학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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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less Global
Opportunities

연세경영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미국과 유

연세경영은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ESSEC 경영대학과 협정을 맺고 2018년도에 첫

명문 비즈니스 스쿨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연세, 연세 속의 세계를 배우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이 그 원동력입니다.

럽, 한국의 경영학 교육 품질 인증을 모두 보유
하고 있는 Triple Crown 인증 대학이며, 국내 최

초로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FT
(Financial Times)와 THE(Times Higher Education) 랭킹에 모두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초의

학부 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명문
복수학위 학생이 각 대학에 파견되었습니다. 또
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여러 세

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세경영의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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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DEAN

YONSEI

SCHOOL OF BUSINESS

연세경영은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의 글로벌 허브’로서
변혁의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연세경영은 창업과 혁신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영감과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지식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움트고 있는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을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세경영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 시대를 열어갈 혁신적인 교육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창업’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교육’과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 글로벌 네트워킹의 외연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영학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동문 사회는 다양한 참여로 모교 발전을 위한 성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모교-동문 간 연대감 속에서 더욱 강력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가며
모교와 동문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길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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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DEAN

YSB VISION & MISSION

자랑스러운 연세 경영인 여러분

YSB 비전 & 미션

안녕하십니까? 백양로의 봄 캠퍼스는 연세경영인 모두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Annual Report를 통해 존경하는 연세경영인에게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19년 2월부터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지난 연세경영 100여 년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서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상학 교육을 시작하였듯이, 오늘날의 연세경영은 또 다른 미래 100년을 통찰하고 경영 교육의

YSB 비전

세계적 수준의 경영 교육 및 연구 기관

To become a world class business school based on
outstanding research and education

대변화를 이끌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8 Annual Report는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성과를 세 개의 테마로 담았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 커리큘럼, 시대적 어젠다를 핵심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연구 활동,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다루었습니다.

세 개의 테마 외에 연세경영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 주는 성과를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연구 역량은 훌륭한 교육

활동의 바탕입니다. 또한 동문들을 비롯한 연세경영 구성원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모교와의
연결 고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의미 있는 성원을 보내주신 연세경영인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Annual Report는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중요한 활동과 성과를 보여 주는 연세경영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모교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연세경영의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잠깐 시간 내어 꼭 읽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세경영은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여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연세경영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SB 미션

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

To produce influential and pioneering research and
to develop creative and ethical business leaders with
a global perspective through excellent education
3 Core Values

Creative Leadership
Creativity

Integrity

2019년 5월

Global
Perspective

21세기 연세경영의 교육 미션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CLC,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을 도입하여 창의성(Creativity),
윤리성(Integrity),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 세 가지 핵심 가치 함양을 추구합니다.

서길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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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2018 FACTS & FIGURES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2018

86

연세경영은 창업혁신 교육과 스타트업 양성, 글로벌 교류를 통한 리더십 함양, 선제적인 학술 연구로
국내 경영학계를 선도하며 경영학 교육과 연구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해외 교류 협력교 수

오늘의 연세경영을 보여주는 수치들 속에는 언제나 최초이고 최고였던 연세경영의 혁신과 도전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2018년의 통계치인 이 숫자들은 장차 연세경영이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데 바로미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4,844

한국 최초로 근대적 경영학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섬으로써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465

모금 참여자 수

특임/객원/연구교수

1915
연구의 첫발을 내디뎠고,

(단위 : 억 원)

교수 수(단위 : 명)
전임, 명예 및 퇴임교수,

동문 수(단위 : 명)

연세경영은

모금 약정액

103

41,765

(단위 : 명)

544

재학생 수(단위 : 명)

과목 개설 수(단위 : 과목)

772

38%

신입생 수(단위 : 명)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817

졸업생 수(단위 : 명)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4.95

학부, 석박사, MBA 기준

영어과목 개설 비율
학부 기준

67

연간 장학금 수혜액

(단위 : 개 교)

32

자체 해외 교류 협정교 국가 수
(단위 : 개 국)

85

Incoming & Outgoing
자체 교환협정교 교환 학생 수
(단위 : 명)

296

학술 행사 및
분야 연구 세미나 개최 수
(단위 : 회)

19

연구센터 수(단위 : 개)

1,131

Outgoing
단기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단위 : 명)

창업심화전공 수강 학생 수

41%

• MBA GFT 및 GET

학부 기준

• Global Internship

30

(단위 : 억 원)

학부, 석박사, MBA 기준

장학금 수혜율

62%

장학금 수혜율
석박사 기준

• uGET
• uSET

43

Incoming
단기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단위 : 명)
• EDHEC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 Yonsei-CMC Program

12

102

13

(단위 : 명)
학부

창업심화전공 과목 개설 수
(단위 : 과목)
학부

23

스타트업 인턴십 참가자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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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석박사과정 전공 수
(단위 : 개)

•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4

6

• 마케팅
(Marketing)

인증 보유 수(단위 : 개)

심화전공 수

• 매니지먼트
(Management)

(단위 : 개)

• 재무/보험
(Finance/Insurance)

학부

• 오퍼레이션

• 마케팅
혁신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영감과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지식플랫폼을 구축하고,
(Operations
Management)

• 경영학사(BBA)

• 경영학석사(MBA)
• 경영학석사(MS)

• 경영학박사(Ph.D)

3

복수학위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 YonseiESSEC BBA

• Yonsei Global MBAOlin MS in Financ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Yonsei Global MBAGuanghua MBA Peking
University

8

복수학위 학생 수
(단위 : 명)

Yonsei School of Business

• 전략/매니지먼트

• 경영과학
나아가 전 세계에 움트고
있는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을
연결하는
• 재무
(Management Science)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공학
•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
• 자산관리/투자은행

4

YSB 기관 및 부속기관 수
•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 상남경영원
• 경영연구소

26

+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51

위

FT 랭킹 순위

Executive MBA

• Advanced Management
Program(AMP)

• Samsung Electronics Retail
Professional Program
• Hyundai Global
Professional Program

• CJ Cheiljedang Global
Manufacturing Academy
• IBK Advanced Finance
Consultant Program

• Kumho-Asiana Customized
Program

A Global Platform for
Entrepreneurial Minds

경영학현장에
창업심화접목하여
연세경영은 창업과 혁신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
• 회계
학위 수여 프로그램 수
(Accounting)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MBA

2018년 연세경영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 시대를 열어갈 혁신적인 교육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창업’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교육’과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 글로벌 네트워킹의 외연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영학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동문 사회는 다양한 참여로 모교 발전을 위한 성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모교-동문 간 연대감 속에서 더욱 강력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가며

52

모교와 동문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

THE 랭킹 순위
Global MBA

• Shinsegae Customized
Program

14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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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IP at a Glance

2

연세경영은 창업과 혁신을 중요한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방

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시작된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은 교육과 연구, 네트워킹, 실전 영역에 걸쳐 창업혁신의 지식플랫폼을 차근히 구축

Global CEO Talk

하고 있습니다. ‘YVIP at a Glance’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YVIP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 YVIP Annual Report’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글로벌 CEO 톡은 4월 26일과 12월 6일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주미 한국대
사, JTBC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
자’는 주제로,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취업대란을 비롯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꿈을 좇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엘스비어 지영석
회장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 회장은 4차산업혁명으

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사물 인터넷 등 커다란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경

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4차산업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식, 특
출난 소프트스킬, 굳은 신념 3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Global Conference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인 제2회 YVIP 글로벌 컨퍼런스가 ‘혁신·창업 생태계(Entrepre-

neurial Ecosystem)’라는 주제로 12월 14일 경영관 용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YVIP 운영위원장인
신동엽 교수와 엄영호 경영대학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학 총장의 축사로 시작해 총 네 개의 세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워킹그룹 의장 살바토레 제키니(Salvatore Zecchini)가 기
조연설을 맡았고, 세계 유수대학의 창업혁신센터장을 역임한 윌리엄 바넷(William P. Barnett, 미국 스탠포드대),

수동 가오(Xudong Gao, 중국 칭화대), 미하엘 보이보데(Michael Woywode, 독일 만하임대), 이지환(KAIST) 교
수가 발표자로 나서 전 세계 창업·혁신 생태계의 메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영춘(UNIST), 배성주(연세대), 한

준(연세대), 박상인(서울대) 교수 등 국내 창업·혁신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했고, 연세대 경영
대학의 임수빈, 배성주, 신현한, 박세범 교수가 좌장으로서 각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살바토레 제키니 의장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워킹그룹

Yonsei School of Business

윌리엄 바넷 교수
스탠포드대

수동 가오 교수
칭화대

미하엘 보이보데 교수
만하임대

이지환 교수
KAIST

3

Colloquium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더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강연을 들려주는 콜로퀴엄 시
리즈를 2018년 아홉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워싱턴대 로버트 팔마티어 교수와 아이오와주립대
이연주 교수가 각각 아마존과 다른 회사들이 고객 중심 전략에 집중하는 이유와 시사점, 기업

성과에 있어 고객 중심 구조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일석 삼성벤처투자

전무가 한국 VC 생태계 현황을 설파했고, OECD 민원기 정책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경제의 이
해를 돕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블랙록자산운용 김성찬 전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월스트
리트 투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감 있게 전하였습니다. KT 신수정 부사장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기술 기업에 대해 강연하였고, 김수길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미디어 산업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SNS와 커머스의 특성을 더한 국내 최대의 커

뮤니티형 쇼핑 플랫폼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대표, 전 세계 명품 핸드백 시장의 10%를 차지하
고 있는 시몬느 박은관 회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각각의 콜로퀴엄에서 전문적
인 인사이트를 보여 주었습니다.

김성찬 전무

블랙록자산운용

김수길 대표이사
JTBC

민원기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자영 대표
스타일쉐어

박은관 회장
시몬느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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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yvip.ysb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YVIP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Startup Competition

창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미래의 혁신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YSB Startup Competition’이 11월 30일 경영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영대학과 연
세창업혁신프로그램(YVIP)이 주관하며, 상경·경영동창회와 연세경영연구회가 후원
하는 이번 대회에는 10개 대학 46개 전공의 학생 131명, 36개 팀이 지원했으며 1차 서
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상위 8개 팀이 본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여 기량을 펼쳤습니

5

다. 음원 분리 기술과 딥러닝을 이용한 스마트폰용 보청기 앱을 선보여 최고상을 수상

한 딥클리어 팀을 포함하여 네 개 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팀은 소정의 운영비

4

Class Talk

용과 연세창업혁신 멘토위원, 연세벤처캐피털리스트모임(YVC), 엔젤투자자, 자문교
수 등으로 구성된 멘토들로부터 지속적인 자문과 후원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재
상(경영 83) 동문과 연세경영연구회가 소정의 시상금을 후원하였습니다.

경영대학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규 강의를 오픈한 클래스 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신현한·신진영·한재훈 교수의 <벤처캐피탈>, 신동엽 교수의 <상시 창조적 혁신과 21세기형

경영>, 박헌준 교수의 <창업402 : uSEE 소셜벤처프로젝트>, 정동일 교수의 <창업102 : 혁신과 창업을 위한 경영학이야기>,
배성주 교수의 <최첨단 기술트렌드와 기술경영>, <제품 및 서비스혁신>과 <창업하기>, 김도윤 연구교수의 <창업207 : 스
타트업만들기>, 양정미 연구교수의 <사회공헌프로젝트 uSEE> 과목이 클래스 톡을 통해 스타트업과 신기술, 4차산업혁

명, 사회적 기업 등 최신 이슈들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창업자와 벤처캐피털리스
트와의 네트워킹을 넓혀 나갔습니다.

글로벌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산업공학과 정병도 교수, 기계공학부 홍종섭 교수, 전기전자공학부 유기준 교수, 서울대
학교 체육교육과 안주은 교수,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박태식 교수 등 교내외 연구자뿐만 아니라 김지원 아주 IB 대표, 안

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 이민석 TNDN 대표,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SK텔레콤 박준석 팀장, 니어스랩 박은우 CSO,
SOVS 소수영 대표, 히든트랙 오정민 대표, 김성훈 변호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 카카오벤처스 홍남호 심사역
등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차진엽 현대무용가, 니키리 아티스트 등 예술계 인사들이 창의
성의 발현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컨퍼런스

6

5월 16일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경영연구소와 YVIP 공동주최로 ‘제1회 한국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벤처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기업, 대학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
정책국장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한정화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민대학교 김도현 글로벌 창업

김성훈 변호사

Yonsei School of Business

박은우 CSO
니어스랩

소수영 대표
SOVS

오정민 대표
히든트랙

이필성 대표

샌드박스네트워크

홍남호 심사역
카카오벤처스

벤처대학원장,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미경 수석
부회장이 토론의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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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넘어 사회혁신 역량을 키우다
Social Engagement

THEME 1

Innovative
Curriculum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미래인재를 키웁니다

uSET 참가팀이 유엔글로벌콤팩트

과거 산업사회 리더의 역할은 뛰어난 인물의 능력과

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UN과 기업 간 협력을

발표하였고, 세계대학 평가기관 FT

의 리더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 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을

Youth CSR 컨퍼런스에서 좋은 사례로
(Financial Times)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CSR) 부문에서 연세
경영은 세계 20위권에 들면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혁신 역량 교육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과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었다면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창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세경영은 창의와 혁신
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미래사회에

통해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며, Youth
CSR 컨퍼런스는 청년 창업 CSR 플랫폼입니다.

‘사회공헌프로젝트 uSEE(undergraduate So-

필요한 리더 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

cial Engagement & Enterprise)’는 지역사회 현장

합한 uSET과 uSEE, Sustainable Development &

활센터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사업 중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과 사회공헌을 결
Environment 등의 교과 과정은 융합과 연결의 가
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전체의 지

속가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배움을 넘어서 사회혁
신 역량을 함양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2018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시작된 지속가능경

영 트레이닝 ‘uSET(undergraduate Sustainability
Engagement Training)’은 경영대학이 주관하고

과 함께하는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광역자
경영학적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업입니다. ‘소셜벤처프로젝트 uSEE’는
이론 세션과 소셜벤처 창업하기 실습을 통해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윤리적 경영능력을 배
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환경(Sustainable Develop-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 센터와 고등교육혁신원

ment and Environment)’ 과정은 25년간 지속가능

능발전을 위해 경영학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여

수업으로 실제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협력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의 지속가
문제 인식부터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한 커리큘럼입니다.

해외프로젝트 4개팀, 국내프로젝트 1개팀으로

발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고찰하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관점과 통찰을 키우
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연세경영은 사회참여형 커리큘럼

시작된 uSET 프로그램은 8월 말 활동보고회를 거

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연세경영의 핵심가치

로젝트로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팀이 11월 3일 개최

니다. 공신력 있는 세계경영대학 평가기관인 FT(Fi-

쳐, 가장 우수한 팀으로 선발된 가나안농군학교 프
된 ‘2018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Youth CSR 컨퍼런스’의 사회혁신과 지속가능경영
교육 세션에서 사회문제 해결 활동사례로 발표되었

중 하나인 윤리성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
nancial Times)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CSR) 부문에서 연세경영은 세계 20위권에 들면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1 2018 유엔글로벌콤팩트 Youth CSR
컨퍼런스에서 uSET 사례 발표
2 uSET 활동보고회

1
Yonsei School of Business

2
Yonsei School of Business

23

YSB 2018 Annual Report

T H E M E 1 ⸺ I N N O V AT I V E C U R R I C U L U M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다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가나안농군

Problem-Solving Competence

학교에서 양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활동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촌 현상이 심각한 지역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침체된 농촌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 사회적 혁신이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21세기 지식 경제에서는 더 이상 근면과 성실만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과 조직의 중요한 자질로 등장하였습니다. 연세경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규모와 체계를 갖춘 기업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고민했던 것들을 직접 발로

이론과 실전이 결합된 수업을 통해

뛰면서 자유롭게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해결 능력과 더불어 열린 사고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uSET / 이지환(경영 14)

이 수업을 듣기 전 저의 관심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심이 되는 IoT,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의 개념을

수업 중 많은 외부 연사들의 강의를

어떻게 기존의 산업과 연결하고 이를 성공적인

들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이윤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추구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것에

맞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윤은 함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고객이 원하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덕분에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언뜻 보기에는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해결책

모토로 애견 의류 악성 재고를 업사이클

위주가 아닌 고객의 니즈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링하여 판매해 보는 값진 경험을 얻기도

개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소셜벤처프로젝트 uSEE / 안은상(경영 12)

연세경영은 융합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DANO가 제시한 ‘MYDANO’라는 모바일 PT 앱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혁신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 성다솔(경영 12)

마케팅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과 마케팅학회를 통해 배웠던 경험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고, 발로 뛰고 부딪혀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젝트 uGET / 권연재(경영 16)

경쟁할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해 창의성과 혁신이 개

사례분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은 융합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개발’이 주제로 주어졌고 경

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의 주요 개념과 방법론을 익히고 혁신의 관점에

서 제품·서비스 디자인에 적용해 보는 ‘혁신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컨설팅을 의뢰받은 창업기업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휘해 해결 과정을 도출

해내는 ‘창업기업컨설팅 uCAN’, 해당 나라를 방문하

이라는 서비스 앱의 다운로드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컨설팅
했습니다. 학부생으로서 규모 있는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수 있을까 고민
했지만 스캐터랩의 직원과 진지하게

상호의견을 나누고 컨설팅의 타당성을

영전문대학원 MBA 4개 팀이 교육부장관상, 머니투

데이방송사장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0년째 이

어지고 있는 이 대회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 머니투데이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
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와이즈파워 팀(김원석,

이선호, 정진오, 한승기)은 포스코 조직의 핵심 역량

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

용해 볼 만한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모델을 제안하였

프로젝트인 ‘uGET’ 등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창
로써 새로운 사고와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커리큘럼으

로 훈련된 연세경영의 학생들은 국내외 다수의 경

영사례대회에서 독창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
며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세

경영의 Global MBA 학생팀(FRIECY Nadia Siagian,
로벌 사례경진대회 마힌드라 워룸(Mahindra War

스타트업 스캐터랩 ‘연애의 과학’

2018년 대회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여 파트너 기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글로벌 산학협력

PRKA Marko, LAM Thi Thuy An, 김알리시아)은 글

모든 것이 처음이라 프로젝트 과정은 한 마디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 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장한

경영전문대학원 MBA 학생들은 매해 MBA 경영

Room)에 출전하여 인도 농촌 지역에서 마힌드라 그
룹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하며

결승전까지 올랐습니다. 마힌드라 워룸은 2008년부
터 마힌드라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

에 대해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 시작된 산학협력 인재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을 파악한 후 탄자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적
고, 머니투데이상을 수상한 BTS 팀(강병무, 남일환,

문재웅, 최태식)은 ‘폐노천탄광 활용 스마트팜 개발

을 통한 식량사업 Full Value Chain 기반 구축’이라
는 주제로 각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도출하

였습니다. TANC 팀(박진익, 정장홍, 정재훈, 정현석)
과 철과함께 팀(박상현, 이나영, 이석, 이재혁)은 각

각 배터리와 철강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3D 프린팅 비즈니스 신규 진출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여 원우들은 신성장 사업 도

출방식 결정에서부터 전략실행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략, HR, 마케팅, IT, 파이낸싱, 도시설계 등 수업에
서 배운 많은 이론들이 적용되었다며 연세경영 커리
큘럼의 우수성을 증언했습니다.

토론하면서 구체적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기업컨설팅 uCAN / 전정환(경영 13)

강서자활센터 목공 제품의 안정적인

1 경영전문대학원 MBA 4개 팀이 2018 MBA 경영사례분석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 Global MBA 학생팀은 글로벌 사례경진대회
마힌드라 워룸의 International Round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제품 제안,
아파트 지역 장터로의 판로 확장, 로고
제작을 통한 브랜드 구축작업을 하였

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공헌은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상호작용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공헌프로젝트 uSEE / 노승재(경영 14)
Yonsei School of Business

1

2
Yonsei School of Business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배우다

과학적 사고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높이다

Startup & Entrepreneurship

연세경영의 학생들이 국내외 스타트업

연세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창업과 혁신에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스타트업 부트캠프, 스타트업 인턴십과
글로벌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략적 의사 결정에서 데이터 분석의 역할을 이해하

‘창업 403 : 스타트업 부트캠프’는 기업가정신을 함

개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의사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ta-based Entrepreneurship’ 등의 커리큘럼을 통

양하는 교육에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까지 이

스타트업 관련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별로 멘토

링을 받으며 현장 체험 연수를 받는 ‘글로벌 인턴십 :

루어지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연세대 학생

14명, 포스텍 학생 13명이 참여하여 5개 팀으로 캠
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화드림플러스, 소프트뱅크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문 커리큘럼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

어 경영 의사결정에서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를

전스를 키움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의 정보가 수집, 처리, 분석, 재포장되고 있지만 데

이터는 그 자체로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적절한 데
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기업들

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에 대

처스 등의 기업과의 협약으로 방학 중 현장실습 교

도 실패로 간주하지 않고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

2018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되어 총 21명의 학생이

익히고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다루

‘창업 207 : 스타트업만들기’ 수업은 기업이 어

마이닝’,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비즈니스 관리와 전

런던의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Xn-

은 인턴십을 통해 인슈어테크(InsureTech)와 빅데

여했던 김태화(경영 15) 학생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

행한 이수진(경영 17) 학생과 박진배(경영 14) 학생

이터 업무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
이 함께 모여서 명료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경

험하면서 창업의 필수 요소를 배우게 되었다고 소
감을 밝혔습니다.

게임형 소셜 홈트레이닝 어플 FITTO를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델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

을 정도의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조모임의 분업과 협동의 경험을 거치면

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
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다루지 않고

수업에서 엑셀, R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익힌 뒤 데이터를 찾아 회귀분석을 하면서

핵심 이슈를 읽어 내는 수업이었습니다.

회귀분석 가정검증 등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영자의 관점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주목할 만한 특징과 상관관계,
비즈니스애널리틱스 / 선소현(경영 15)

어떻게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한

이해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고,

역동적인 경영 환경에서 많은 불확

팀에 필요한 기반 지식(경영, 기술,

얻게 됩니다.

고 활용하는 ‘비즈니스애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를

예측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선발되었습니다.

떻게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는지 직접 비즈니스 모

해 학생들은 경험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

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육을 하는 ‘창업 407 :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이

Tree-Level 39에 입주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수

고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Technology and Da-

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는 변화에 발맞춰 경영대학

를 방문한 조승희(경영 14) 학생은 고객 중심의 경
는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실성을 뚫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디자인적 측면)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유용했습니다. 스타트업 부트캠프는

지녀야 함도 배웠습니다. 특히 데이터

학생들의 높은 동기부여를 이끌어

활용에 있어 윤리적, 법제적 함의를

내도록 잘 설계되었고 좋은 사람과 경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스타트업 부트캠프 / 이주형(경영 15)

Technology and Data-based

Entrepreneurship / 고 강(석사 16)

저는 ‘연희동장사꾼’ 대표로 활동하며

기업과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창업 세계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

느꼈고, 이 수업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

줄곧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밖의
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창업은

관심과 재미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창업 현장은 수익이 중요함을

느꼈고,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 언어와

소통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십 /
Yonsei School of Business

최근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와 더불

스타트업과 관련한 깊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혁신을 중요시하며 중간에 아이디어를 바꾸더라

홈트레이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연세경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도 확대되었습니다. 포스텍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다양한 현장학습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Digital Business Intelligence

연세경영과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 프로젝트

관한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글로벌 차세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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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현(경영 15, 아토머스에서 인턴)

가운데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울 필요를
기법을 배우고 그 방법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를 보고

막연하게, 또 명확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렸다면 수업을 들은 후에는 결론의

기반이 되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애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 이승기(경영 15)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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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nagement 연구의 지평을 열다

한국적기업 연구 총서 시리즈 <동아시아의 부상 1960-2020>

THEME 2

Future-Oriented
Research
연구 어젠다 선도를 통해 경영학의 미래를 이끕니다

연세경영은 세계적으로 두각을

연세경영은 2015년,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아 지

탐구하는 K-Management 연구를

영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 모델을 규명함으로써 한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모델을
선도함으로써 한국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난 60-70년 간 축적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경

만에 이르는 동아시아 4대 국가의 경제와 기업을

국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자

1960년 이후의 60년이지만, 19세기부터 동아시아

K-Management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인 시리즈 첫 번째 도서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이 경영대학 연강흠, 이호영, 손성규 교수의 공

저로 2018년 1월 발간되었고, 두 번째 도서 <동아시

국가들의 경제 연관성과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았
다는 점에 주목하여 19세기 산업 태동기에 대한 배
경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구현 교수는 독자들이 다음의 질문을 생각

하며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첫째, 동아시아 네

발간되었습니다.

게 되었나? 둘째, 1991년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침

정구현 교수는 주제의 다양성 때문에 해당 지

역 전문가와의 공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승호 교수는 20년 가까이 홍콩과

상하이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지난 10년 간은 세계
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신흥시장 연구원을 만들어
저자 : 정구현, 박승호, 김성민
출판사 : 클라우드나인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주로 다루는 관심 시기는

아의 부상 1960-2020>이 정구현 경영대학 명예교

수, 박승호 교수, 김성민 교수의 공저로 2019년 1월

동아시아의 부상 1960-2020

이 책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

브릭스(BRICs) 경제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새로
만든 동남아(ASEAN)와 인도 경제연구소의 소장으

로 재직중입니다. 김성민 교수는 현재 시카고에 있
는 로욜라 대학교에서 경영전략과 창업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 업적으로 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인

경영학자모임(Association of Korean Manage-

ment Scholars)의 회장으로 한국과 미국 경영학
자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표기업은 무엇이고, 왜 이런 기업이 나오
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한국 경제도 앞으로 그러한
장기침체로 접어들게 될 것인가? 셋째, 대만 경제
는 왜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가 되었고 대만과 중국
경제가 통합된 2001년 이후에도 그러한 대만 경제
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나? 넷째,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
장에 근거가 있나? 다섯째,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민

간기업과 국유기업 중 누가 주도하고 있나? 여섯

째, 미중간 패권경쟁의 본질은 무엇이고, 결국은 누
가 이기게 될까? 일곱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

가하고 기술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K-Management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기획되

었고 향후 3권의 책이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1

1발
 제중인 정구현 경영대학 명예교수
2 K-Management 연구의 서막, 한국 기업 경영 모델 국제 심포지엄

Yonsei School of Business

2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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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준비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준비하다

북한 기업경영 컨퍼런스 및 세미나

4차산업혁명 런치포럼

연세경영은 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한 관리자들

북한 경제경영 분야 학술 교류 추진을 위한 당면 과

연세경영은 4차산업혁명의 본질,

4차산업혁명 런치포럼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에 사회보장과 4차산업혁명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경영학계 차원의 연구를 선제적으로

된 경영방식 도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경영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한국 대학이 북한의

학제 간 융합 연구와 산학연 공동 연구를

었습니다. 박영필 연세대 기계공학부 명예특임교수

습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4차산업혁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대비한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 기업경영 관련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더불어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 시장기반 경영의 이해를 높이고, 현지에 최적화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

경영자 교육 컨퍼런스’가 9월 20일 백양누리에서 개
최되었습니다.

경영대학 곽주영 교수는 ‘중국 개혁·개방 시기

의 경영자 교육’에 대한 발제에서 경영자 교육을 적
극적으로 시행했던 중국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북한 내 경협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해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
경애 교수는 ‘소프트파워와 북한과의 지식 교류’라
는 주제 발표에서 “지식 공유를 통해 비정치적 관계

제’를 주제로 한국 대학의 북한 경영학 도입을 위한

경영학 도입 및 경영자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
면 이념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 주제

중심의 학술 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
다. 장익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

이후 국영기업의 개혁전략’이라는 발표에서 과거

소비에트연방, 중국, 독일,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체제 전환 국가의 사유화 인정 정도가 소속 기
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함을 제시하고,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의 수준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하여 북한 내 교육 대상을 정한 뒤 북한 파트너
를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연세경영은 100주년 기념으로 북한 기업

연구실장은 ‘체제 전환에 직면한 북한 기업의 운영
실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박찬봉 연구교수는 ‘북한과 경영학 공유의

당위성과 추진을 위한 당면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
을 하였습니다.

북한 기업경영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경영 연구를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화해와 협력의 세계적 기조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동안 총 여섯 차례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윤

스 연구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어진 정기 세미나 기간

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선임연구원은 ‘남

경영연구소 주최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는 생산 공정의 혁명이었으며 4차산업혁명은 생
산물의 혁명이라 정의하며, 변화하는 정부와 교육의
역할을 논하였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노상

규 서울대 교수, 김종현 아주대 교수를 초청하여 블

향후 확대될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하여 북한 비즈니

위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명 기술의 영향은 시장과 조직의 공진화 결과로 이
어졌으며 이로 인해 변화하게 되는 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제하였고, 이어 홍훈 연세대 경
제학부 교수가 공유경제가 가져올 경제 체제의 변화
를 설명하였습니다.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 등이 연결된

의 정의와 적용 가능한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경에서 과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형태의 기업 출현과 진보 방향 제시, 암호화폐 기술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에 대한 발제가 있

의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고, 강성

리체계 변화 및 기업 작동방식’을, 박영자 북한경영

하다”고 강조하며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을 더

있도록 4차산업혁명 주제의 런치포럼을

는 11차 포럼에서 1차부터 3차산업혁명에 이르기까

석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업 관

영대학 오홍석 교수는 “미국식 경영학을 북한에 일

업 조직과 사회주의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부합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었습니다. 김재인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인간이 주체

따른 북한의 경제와 경영 변화 양상을 강의했고, 이

방적으로 이식하는 건 실현 불가능하고 북한의 기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에게 시대에

개최되고 있으며, 2018학년도에 총 15차례 진행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체제 전환에

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제 사회와 북한이 성공
적인 협력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

전개 과정,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해

초연결 사회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권오현 빠띠 대표는 기술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

지만 앞으로 ‘기억’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한 세상

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혜

철 한국과학기술원 단장은 인공지능과 의료 보건의

공재화하고, 시민 기술주권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

만남으로 인해 우리 신체와 병원에 어떤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상기 테크프론티
어 대표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는 알고리즘과 데
이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
하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

의 몫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남형 한국방송
통신대학 교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제
적 이해를 설명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모습도 전

망하였습니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

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고용 감
소,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

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을 공

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기윤 서울대 교수는 미래에는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프레카리아트(프롤레
타리아트와 Precarious를 합성한 단어로 보통시민

층을 의미함), 인공지성’의 네 개 계급이 탄생할 것이
며, 이중에서 플랫폼 소유주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

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8학년도 마지막
발제를 맡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편제’영화 장터를 예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

한 킬러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법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
한 유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발제중인 서울대 노상규 교수
2 ‘4차산업혁명과 조직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중인
연세대 경영대학 신동엽 교수

1

1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9월 20일 백양누리에서 개최된
‘평화체제 기반 구축과 북한 경영자 교육 컨퍼런스’
2 북한 기업경영 연구 정기 세미나
Yonsei School of Business

2

1

2
Yonsei School of Business

따로 또 같이, 경영과 상경이 함께 연구하다

YSB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나다

융복합 연구 세미나

경영대학과 상경대학 교수들은 융복합
연구 활성화, 학문 수준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세션마다 경영대학과 상경

대학의 교수가 각각 준비한 발제를 함께
발표함으로써 전공 영역을 넘어서는
지적 확장과 시너지 효과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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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과 상경대학 교수들은 양 대학

12월 13일, 경영관에서 열린 4회차 발표회는

융복합 연구 활성화와 학문 수준의 제고를 위해 ‘상

경영학적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전략

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6월과 12월

업혁명으로 인한 금융계와 시장경제의 변화에 대한

경·경영 융복합 연구 발표회’를 2017년부터 정기적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6월 1일, 대우관에서 개최된 3회차 발표회에서

는 양혁승 경영연구소장과 허현승 경제연구소장이
각 세션의 사회를 맡았고, 첫 번째 세션에서 경영대
학 서승범 교수가 ‘대기행렬과 개인의 선택’을, 상경

대학 경제학부 김지섭 교수가 ‘가계부채 상환 취약

성의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
서는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임종호 교수와 경영

대학 강기윤 교수가 각각 ‘Robust Demand Esti-

mation Using Customer Choice- Based Model’,

과 글로벌 산업의 변화, 경제학적 측면에서 4차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영대학 신동
엽 교수와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김현태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금융산업에 대한 전망’를 각각 발제하였고, 두 번째

세션은 상경대학 경제학부 홍훈 교수와 경영대학

박영렬 교수가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그리고 시장

주목받는 논문 : 모듈화된 조직을 통한 복잡성의 관리

김지현 교수(매니지먼트 전공)의 논문

너지게 된다. 시계공 호라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하위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지현 교수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복잡성의 의미와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화 전략, 모듈화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요소를 설명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

혀 놀랄 필요는 없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일이 터
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기업이 그만큼

이한열 학술제

범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며 ‘무력한 죽

평범한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

제1회 이한열 학술제가 11월 23일 경영관에서 개최

학교 교수는 87년을 겪은 86세대의 이념과 정치 행

되었습니다. ‘무력한 죽음의 강력함’.
그 희생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 사회에 시대정신을 제시하고자
연세경영은 ‘이한열’의 이름을 딴 첫
학술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열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영대학이 주관한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한

열 학술제가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학술제로 자리매
김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한 문제인 줄 몰랐다”며 “이 세상에는 많은 이한열

1986년부터 1987년 6월까지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학생운동에 어떻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했

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
과정 교수이자 김대중도서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명림 교수가 발표를 맡아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Yonsei School of Business

통해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투쟁 정신이 많은 평

었습니다. 배 여사는 “한열이의 죽음이 이렇게 복잡
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늦었지만 학술제

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루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특별한 부서와 기능의 구분
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멤버들 간 상호 의존성
타트업 내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일이 터진다면, 첫 매

출, 상장(IPO), 피인수 등으로 대변되는 조직 전체의 성
공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조직이 성장함에 따
라 위에서 언급한 모듈화가 이루어지고, 한 개인에 의

해 일이 터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충격을 모듈 내에서 흡수할 수 있게 된
다. 위에서 언급한 시계공의 우화 중 호라의 경우가 조

하였다.

“명품 수제 시계를 제조하는 호라(Hora)와 템퍼스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에 두 시계공들은 작업에
고, 템퍼스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급

기야 템퍼스는 시계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
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 시계공의 시계는 약 1,000개

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템퍼스가 만들어 내는 시계

는 1,000개의 부품 모두가 서로 상호 의존성이 커서 중

있고, 그 완제품을 향해 부품을 구성하여 완성하면 성공

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이상향이 주어져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 더 나은 이상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

이다. 즉,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모듈 차원에서 내

시계를 만들어 냈다”(Simon 1962년, 470쪽).

그것이 조직 전체에서 봤을 때 일관성이 결여된 실험이
라고 할지라도 모듈 차원에서의 실험을 허용하고 격려

해야 한다. 둘째, 모듈에서의 실험은 과감하고 독립적으
로 시도되어야 한다. 모듈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들은
경영자의 선호 체계에 길들여져 있다. 기회를 준다고 하

더라도 대부분은 소심한 실험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
다. 이렇게 될 경우 조직은 어딘가 존재할 수도 있는 새

로운 이상향에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과감한 실험을 통
해 정체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듈의 중간관리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실

천해 나갈 때, 때로는 충격을 내재화하며, 때로는 새로운

충격을 찾아내야만 하는 모듈화된 조직의 모순적 과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조직의 경영자와 관리자는 명품 시계를 손수 만

시계공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현재 주어진
는지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듈화된 조직에서

는 시계공이 직접 그 방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모
듈을 이루는 조직의 ‘부속’들이 그 작업을 대신 해줄 것

이다. 다만 ‘부속’을 정말 ‘부속’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 중요하다.

재화하여 조직 전체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지만, 조직 전
체에 충격과 자극을 주어 더 나은 이상향이 있는지에 대
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해야 하는 것이다. 모듈 내부

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영향은 조직 전체로 퍼져 나
가지 않도록 하면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충격과 자극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모듈화된 조직의 경영자의 숙명이다. 바로 여기에 모듈
화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전산 모델(Computational

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의 두

듈을 만들었고, 이 윗 단계의 모듈 10개가 모여 완성품

모험과 실험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시계 조립법보다 더 우수한 방식이 어딘가에 숨어있

개 가량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하위 단계(sub-assem-

지지 않았다. 이 모듈들은 10개씩 모여 그 윗 단계의 모

야 한다고 믿으며, 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모듈에서의

그러나 시계공의 우화와 조직의 운영 간에는 커다

을 것이다.

Model)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연구

blies), 혹은 모듈을 구성하였고, 완성된 각 모듈은 흩어

괄하는 경영자는 조직 전체에 통일된 성과 지표가 있어

들어내는 시계공들이다. 다만 ‘호라’나 ‘템퍼스’와 같은

간에 작업을 그만두는 순간 그 동안의 작업이 모두 무너

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다. 호라의 경우 10

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듈 차원에

직 운영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

이다. 그러나 조직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향이 명시

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보여 주어 관
친 배은심 여사가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복잡성이 높은 시스템을 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erbert Simon 교수는 두

몰두할 수 없었다. 이 와중에 호라의 사업은 번창하였

특별히 이날 학술제에는 고 이한열 열사의 모

큰 장점이다.

란 차이가 있다. 시계공의 경우 완제품이라는 이상향이

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음의 강력함’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조성대 한신대
심을 끌었습니다.

대처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모듈화된 디자인의 가장

략, 그리고 모듈화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요

(Tempus)라는 두 시계공이 있었다. 고객들이 작업실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상숙 가톨릭대학교 강

사는 ‘1987년 6월 항쟁과 이한열’이라는 주제로

하여 복잡성의 의미,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화 전

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연세대학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이한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투쟁 정신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필자가 출간한 논문을 바탕으로

시계공(watchmaker)의 우화를 예로 들어 복잡성과 복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통해

옮겨 중간에 일이 터지는 상황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창업 프로세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스

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터졌다’고 하여 전

민주화를 이끈 시대정신, 학문으로 이어가다

단계인 모듈에 기반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에

이 커서 한 명의 멤버가 본인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져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경영자와 관리자들을 당황

Evaluation’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의 탐색적 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 조직을 총

매니지먼트 분야 최고 저널로 꼽히는

A replication and reconciliation”이

지 못했던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사건이 터

‘Central Bank Purchase of Private Assets : An

문에 제작 과정 중간에 일이 터진다면 시스템 전체가 무

다. 1,000개의 부품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후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등으로 나타나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걱정해야

“The power and limits of modularity :

경제’,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의 변화’에 대해
융복합 연구 세미나는 김영진(경영 75) 동문의

명품 수제 시계는 복잡성이 높은 하나의 시스템이

결과에 의하면 모듈화된 조직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높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영자는 각 모듈에 자율

권을 부여하여 모듈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탐색을 하도
록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생각보다 실천이 쉽지 않다. 경영자는 언제나 주가, 영업

김지현 교수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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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의 글로벌 경쟁력
인증과 랭킹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다

THEME 3

Limitless Global
Opportunities
연세경영의 뛰어난 경쟁력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AACSB 2회 연속 재인증을 통해 연세

연세경영은 세계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

물론 국내외 경영학 교육의 방향을 선도

로 Triple Crown 경영교육 인증(미국 AACSB, 유럽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었음은
하고 있음이 다시 입증되었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MBA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랭킹인 FT와 THE
랭킹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세 Global MBA는 2018년 미국 THE(Times

문 비즈니스 스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Higher Education) MBA 평가에 도전하여 랭킹에

EQUIS, 한국 KABEA)을 모두 획득, 유지하고 있습

연세 Global MBA는 2년제 프로그램 부문에서 52위

니다. 각 인증 기관에서 재인증을 받으려면 연세경
영의 경영학 교육 및 연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재인증 심사를 거쳐야
만 합니다.

2018년 11월에 AACSB 재인증 심사가 있었습

니다. 연세경영은 2009년 전 학위 과정(학부, 석사,
박사 및 경영전문대학원의 Full-time과 Part-time

MBA 프로그램)에 대해 AACSB인증을 받은 후 2014

진입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평가에서
를 차지했습니다. Global MBA는 THE의 평가 기준
중에서 특히 교수 자원에서 30위, 인적 다양성 지표
에서 32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해외 우
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육과 연구에서 수

월성을 갖춘 교수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
선발에 있어 성별과 국적, 경력 등의 다양성을 추구
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Executive MBA(EMBA)는 2018년

년 1회 재인증에 이어 2019년 1월, 2회 재인증을 받

FT(Financial Times) MBA 평가에서 51위에 이름을

던 실사단은 혁신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니다. FT 랭킹의 평가 기준은 크게 졸업생들의 경력

았습니다. 이번 재인증을 위해 연세경영을 방문했

과정의 확대, CSR 활동, 혁신적인 수업의 도입, 연구
의 질적 우수성을 고려한 정년트랙 제도 정비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축 경영관의 우수한 시

설, 학생-교수-동문 간 활발한 상호 작용과 유대 관
계 또한 연세경영의 훌륭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연세대학교 MBA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영

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랭킹에

올리며 세계 100대 MBA 랭킹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

개발 성취도, 학생 및 교원의 다양성, 학문 성과 및 기
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평

가 기준 중에 연구 실적과 CSR에서 연세경영은 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20위권에 들면서 윤리성을 강조해 온 연세 MBA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BA는 경력개발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파트타임과 풀타임 MBA 모

준에서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입학 전

MBA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고 우리나라 MBA의

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매니지먼트 역량을 한 단계

두 세계 100대 MBA 랭킹에 진입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후 급여 상승율과 직급 상승율에서 각각 13위와 14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자로 성장하게

한다는 EMBA의 교육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ACSB 재인증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연세경영을 찾은 실사단과 함께

(좌측부터 조셉 프렌치 에사대 경영대학 학장, 마크 테일러
워싱턴대 올린경영대학 학장, 이그마 브조크마 핀란드

알토경영대학 학장, 엄영호 경영대학장, 허대식 경영대학
부학장, 손재열 석박사 주임교수)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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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사례대회에서 연세의 이름을 높이다

학부과정 최초의 복수학위가 시작되다

2018 HSBC/HKU Asia Pacific Business Case Competition

Yonsei-ESSEC 복수학위

경영대학 학생팀이 2018 HSBC/HKU

경영대학 학생팀이 2018 HSBC/HKU Asia Pacific

: To Stay or Leave?), 세 번째로는 항공사 캐세이패

연세경영과 ESSEC 경영대학의 복수학위

경영대학은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학부과정 최초

출전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

It Land?), 마지막 결승 라운드의 사례는 몰타의 의

양교의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학위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1학기 첫 이수학

Asia Pacific Case Competition에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1위인 챔피언십
어워드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Case Competition에서 1위인 챔피언십 어워드를

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회 11회째를 맞은

HSBC/HKU Asia Pacific Case Competition은 홍
콩상하이은행(HSBC, The Hongkong and Shang-

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과 홍콩대학교

(HKU,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의 공동 주관
결승 라운드
발표 영상 보러가기

으로 2018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홍콩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픽(Cathay Pacific’s Loss of Altitude : Where Can
료 민영화(The Stumbling Nurse of the Mediterranean : Malta’s Healthcare System at the Crossroads)로 각 라운드마다 주제와 관련 산업이 달라지

는 고난이도의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연세경영의 학
생팀은 매 라운드마다 완벽한 사례분석을 해내며 문
제해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영 14), 김지훈(경영 14), 이수지(경영 14), 정은영

학에서 24개팀이 출전했는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션 전공) 교수가 대회 준비부터 지도를 맡았습니

세 번의 예선 라운드를 거치고 마지막 네 팀이 결승
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라이먼 헬스케

어(Ryman Healthcare : Profit and Risk Manage-

ment in an Aging Society), 두 번째 라운드는 중국
에 진출한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cer in China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 명문

과 분석력뿐만 아니라 순발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
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팀워크를 익힘으

상흔(경영 15) 학생은 대학 생활 중 해외에 거주하

생들이 각 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정 참여를 위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공

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에 복수학위 과
부를 철저히 준비했고, 하루에 6시간 수업을 들으며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랑스 학생은 알렉스(Alexandre Darbellay)와 캐서

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모든 학생이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 프로

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수강생의 70%가 해외에서

렉스는 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

업이나 과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은 물론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을 마련

린(Katherin Thouvenin)입니다. ESSEC 경영대학
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캐서린과 알
기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경영 16) 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고 배성주(오퍼레
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사례대회를 통해 경영 지식

로 프랑스 명문 ESSEC 경영대학과 학부 과정 복수
ESSEC 경영대학에서 연세경영으로 파견된 프

연세경영을 대표하여 출전한 팀은 조승희(경

이번 대회에는 북경대, 홍콩과기대, 싱가포르국

립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 쟁쟁한 대

협정에 따라 학교별로 연간 5명의 학생이

ESSEC 경영대학에서 복수학위를 밟고 있는 이

두 학생은, ESSEC 경영대학은 경영학 전공자

만 있고 학생 수도 적어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을 경
험하기 어려웠던 것에 반해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있어서 폭넓은 문화를 접할 수 있

©www.essec.edu

으며 대부분의 교수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로써 우승보다 더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

덕분에 수업 방식에서도 프랑스에서 공부한 교수들

혔습니다.

이 다수인 ESSEC 경영대학과 차이가 있다고 소감

파리에서의 대학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상흔 학생이 ESSEC 경영대학의 수업에서 가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
라고 합니다. 과제 자체를 즐기면서 쉽게 생각하고
자 하는 태도로 접근하기에 때때로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 발휘되기도 하고, 시작은 쉽게 하지만 무언
가 피드백을 받으면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등
한국과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었다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ESSEC에
서의 복수학위 과정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을 밝혔습니다.

1

HSBC/HKU Asia Pacific Case Competition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홍콩대학교(HKU)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2018년에 11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Yonsei School of Business

1 알렉스(Alexandre Darbellay) 학생
2 캐서린(Katherin Thouvenin) 학생
3 ESSEC에서 수학 중인 이상흔 학생(경영15, 사진에서 오른쪽)

3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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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 LIMITLESS GLOBAL OPPORTUNITIES

세계 속의 연세, 연세 속의 세계
한눈에 보는 글로벌 프로그램

70

%

2018 Global MBA 신입생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23명, 내국인 12명, 13개 국)

Global Incoming
Program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프랑스 EDHEC,
2018. 3. 2 ~ 6. 21(22명)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Yonsei University &
미국 CMC(Claremont Mckenna College),
2018. 6. 30 ~ 8. 4(21명)
복수학위

학부
Yonsei-ESSEC : ESSEC 학생 2명

MBA
Yonsei Global MBA-Washington Univ.,
Olin Business School : Olin 학생 4명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MBA

네덜란드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Erasmus University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Yonsei School of Business

86

32

개교

개국

자체 해외교류 협정교 수

자체 해외교류 협정교 국가 수

(교환협정, 복수학위, 연구 및 교육 협력)

독일
University of Göttingen Faculty of
Economic Sciences

University of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멕시코
IPADE Business School

미국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스웨덴
University of Gothenburg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Law
스페인
ESADE Business School

이스라엘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Jerusalem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

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IESEG School of Management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필리핀
AIM(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Global Outgoing
Program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University of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WHU - 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미국
Miami University Farmer School of
Business

스웨덴
Jonko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스위스
University of St. Gallen
스페인
ESADE

이스라엘
Interdisciplinary Center Herzliya(IDC) The
Arison School of Business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일본
Doshisha University, Faculty of Commerce

중국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캐나다
HEC Montreal

Queen’s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Victoria

York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Business

태국
Mahidol University International College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IESEG School of Management Lille Catholic
University
Paris Dauphine University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Hanken School of Economics

MBA GFT(Global Field Trip)

스페인
ESADE, ‘Build a Global Mindset
with a Profound Knowledge’,
2018. 6. 23 ~ 6. 30(42명)

미국
Cornell University,
‘Digital & Leadership Innovation’,
2018. 7. 8 ~ 7. 15(31명)
중국
CEIBS, ‘Doing Business in China’,
2019. 1. 10 ~ 1. 12(27명)

MBA GET(Global Experience Trip)

스페인
IE Business School,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Business’,
2018. 6. 24 ~ 6. 29(40명)

미국
Loyola Marymount University,
‘Innova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2018. 7. 30 ~ 8. 3(33명)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Doing Business in Vietnam’,
2019. 1. 28 ~ 2. 1(35명)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T & Startup in Asia-Pacific Region’,
2019. 1. 28 ~ 2. 1(33명)
복수학위

학부
Yonsei-ESSEC : 연세경영 학생 2명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MBA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Rady School of
Business

UNC Chapel Hill, Kenan-Flagler Business
School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일본
Waseda University, Waseda Business
School
필리핀
AIM(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덴마크
CBS(Copenhagen Business School)

독일
University of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WHU - 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School of Business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학부 uSET(undergraduate Sustainability
Engagement Training)

규모 : 5개 팀, 20명
프로젝트 주제 :

가나안농군학교
농축산물 마케팅 전략 및 판로 개척 방안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경력 개발(프랑스),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연구(한국)

학부 uGET(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Team project)
규모 : 10개 팀, 31명
참여 기업(기관) :

아모레퍼시픽, APR(에이프릴스킨), MONIT,
함께일하는재단,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YVIP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
학부 uGET 글로벌 인턴십
규모 : 4명
파견 :

미국 Silicon Valley, 영국 XnTree-Level 39
* 교환학생 참여자 수는 자체 협정교 기준 인원이며,
연세대학교 차원에서의 교환학생 참여자 수는
본 Annual Report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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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64학번 고병헌 동문은 졸업 후 현대그룹에 입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교수와 학생입니다.

을, 30대에 진로그룹에서 CEO를 역임하며 최연소 전

요. 학생이라는 원석을 잘 다듬어 옥으로 만드는 것

하여 20대에 정주영 회장 비서실장과 자재관리부장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문 경영인으로 활약했습니다. 40대에는 우천개발, 금
비화장품을 창업하고 금비의 전신인 진로유리를 인

수하였으며, 2010년에 삼화왕관을 인수, 오늘에 이르
렀습니다.

고병헌 회장의 남다른 모교 사랑은 유명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했고, 2018년 5월 50주년 동문 재상봉 행사의 전

감성

체 대표를 맡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
며, 2019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졸업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지혜를 전하
는 고병헌 동문을 만났습니다.

고 병 헌 동문

경영 64
상경·경영대학 18대, 19대 동창회장
(주)금비 / 삼화왕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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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근원,
‘연세’를 늘 기억합니다
품격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

지식뿐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갖춘

원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오늘의 우리는 ‘연세’

것이 연세의 경쟁력입니다.

인재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주변의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도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삶을 삽시다.

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말로 근

를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문 재상봉
행사는 인생의 뿌리가 되어 준 ‘연세’로 되돌아온다는
기쁨이 충만한 이벤트였습니다. 2018년 행사에는 예

년보다 두 배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캠퍼스 곳곳
에 깃든 추억을 되새기며 학교에 대한 사랑을 더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저는 지방에서 상경해서 처음엔 그

다지 적응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송대에
서, 백양로에서 그리고 흙먼지 날리던 노천극장에 누

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깊이 고뇌하
고 성찰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지요. 그때

의 깊은 사유가 향후 제 평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는 언제나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경·경영대학 동문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

음과 학교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기부에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상경·경영

학교는 절차탁마(切磋琢磨)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이 교수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교수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
교 교수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초헌(草軒) 학술상’을
제정·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성을 중요시하
는 우뇌 중심의 리더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의

학생들이 스펙이나 지식 습득에 얽매이기보다 인성
과 감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로 성장하길 바라고, 아름다운 캠퍼스에 어울리는 문
학비를 곳곳에 설치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싶어 연세문학동산 조성사업을 적극 후원하
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고,
감동받는 삶을 삽시다

제가 예술 작품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

들이 페이소스(pathos)와 정일(靜逸), 순수와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코끝에 화약 냄새가
나는 것처럼 치열하게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
다. 지금도 결코 적당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치도록 몰입하는 열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쪽에선 아름다움을 절실히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이 크게 자리하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제 호인 ‘초헌

(草軒)’은 풀집입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자 다짐하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풀집은
높은 담장도 없고 방문을 열면 별과 달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니 자연 속의 아름다운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

동과 감사, 환희를 느끼는 삶의 소망을 이름에 담은 것
이지요. 소중한 만남, 열정이 있는 삶, 감동이 있는 삶.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학위수여식 졸업축사에서도 학생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지기 마

련입니다. 연세의 젊은이들이 감성에 바탕을 두고, 작

은 것도 놓치지 않고 감동받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조직화되고 활성화된 동창회 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

능한 것이지요. 이러한 동문들의 헌신과 사랑을 학교
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가 동문들에게 진 빚이기도 합
니다. 이를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동문들의 긍지와
표상을 더욱 높이는 연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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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EMBA 8기 과정을 마친 장주인 동문은 연세

합니다. 47명의 동기들 중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학

다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동료 학습을 통해 새

경영에서 훌륭한 원우들을 만나고 많은 배움을 얻었
외연의 확장보다는 최고의 퀄리티를 지향해 온 강직
한 장인 정신으로 세계 최상위 명품 브랜드 고객사로

인 대표는 성공한 기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어렵고 소
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연

제 아들 장태영(MBA 19 / EMBA 10기)은 영국에서 인

외된 이들, 아픔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
세경영인입니다.

불황이 빗겨가는 경영철학은
세계 최고를 향한 ‘품질 우선’입니다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테리어와 품질

로 에르메스(Hermes), 루이비통(Louis Vuitton), 프

라다(Prada), 불가리(Bvlgari) 등 전 세계 최상위 브
랜드의 고객사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업계 최고의 자

리를 지키고 있는 (주)우노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강소

큰 감사와 행복을 더해 줍니다.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도
제가 학교에서 받은 행복이
계속 다른 이들에게 이어져

선순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연세경영의 발전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열심히 배우려
사의 외연도 확장하고 비즈니스 영역도 다양화하고

장 주 인 동문

을 맡고 있습니다. 일이든 배움이든 열정이 많은 편이
고 하더군요. 저는 강소기업을 지향했다면 아들은 회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웃음) 시

대가 변하고 있으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
지요. 이번에 연세 EMBA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연세
경영의 우수한 커리큘럼을 통해 저보다 뛰어난 경영

새시장이기 때문에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2001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에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

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돌아

단했습니다. 합리적인 Quality Control을 위해 동시
고 있고, 자재 하나하나부터 시공까지 아주 많은 공
을 들입니다. 가구 제작도 외주화하지 않고 자체 공

장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목수들이 직
접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장인 정

신 덕분에 고객들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경영을 따로 공

부한 바는 없기 때문에 최고경영자(AMP) 과정을 수
료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경영의 AMP 과정은 경영이

론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환경 등의 지식과 폭넓은 안목을

얻을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EMBA 프로그

램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교수가 되
는 것이 꿈이었기에 늦게나마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

MBA 17(EMBA 8기) / AMP 82기
(주)우노디자인 대표

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명품 브랜드 고객들은 매우 까다로운 니즈를 가
지고 있고, 이 분야가 실내건축 분야에서는 일종의 틈

삶을 돌아보며
알게 된
나눔의 기쁨

테리어를 공부하고 와서 현재 우노디자인의 본부장

나누는 기쁨은 삶의 큰 감사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을 지향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최고 품질을 추구

나누는 기쁨은 오히려 제게

롭게 얻게 된 지식도 많았습니다.

EMBA 최초 부자(父子) 동문
경영인의 길을 걸어요

부터 꾸준한 신뢰를 얻고 있는 (주)우노디자인의 장주

사진 왼쪽 : 아들 장태영

생이었는데 동료들과의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41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 아픔
보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백지장도 맞들

면 낫다고 봉사와 나눔에 대한 막연한 의지를 실천으

로 옮기려면 함께 할 조직에 소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 활동도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
니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
주민을 위한 봉사에서부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

리핀 지역의 구호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
지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가족들까지 총동원해서 봉
사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나누는 기쁨은 오히려 제게
큰 감사와 행복을 더해 줍니다.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
부한 것도 제가 학교에서 받은 행복이 계속 다른 이들
에게 이어져 선순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
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연세경영
의 발전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 행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바로 기업 운
영의 성과로 나타날 순 없지만 EMBA 과정이 눈에 보
이지 않는 사고의 확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

Yonsei School of Business

Yonsei School of Business

YSB PEOPLE

43

YSB 2018 Annual Report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선택한 MCN

남들이 정해준
프레임을 벗어나

(Multi Channel Network)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

부는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샌드박

만났습니다. 경영 05학번인 이필성 동문은 모두가 선

읽고 그 흐름에 맞춰 기회를 잡은 것이 적중한 것이라

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의 대표 이필성 동문을

망하는 꿈의 직장 구글을 떠나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
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여 창립 3년 만에 소속

크리에이터 250명, 직원 150명, 매출액 500억 원을 바
라보는 빠른 성장을 일궈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길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구글에서 일하면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창의적인 아

이디어와 능력을 가진 내실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만
났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움을

이 필 성 동문

추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영 05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망설임 없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텐츠의 본질을 잃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으로 창업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

긴 하지만 교육으로 경험을 대신 하는 일은 자칫 잘못
하면 어설픈 경험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

중하게 접근하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궁
극적으로 학교는 상아탑으로서의 학문적 역할을 우선

했음 좋겠고요, 다만 정말 진지하게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

려주고 스타트업 인턴십 제도 등을 잘 활용하면 직접
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에이터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영

지금은 과거 선배들이 믿어 왔던 전통적인 것들이 붕

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여기고 안정적인 엘리트 코스만 가려고 하면 답은 없

상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선이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콘

미련이 남아 있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구
글에서 광고 제휴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레 크

가진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남들의

스의 성공은 디지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움직임을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것이지요. 원하던 것을 이루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람이

구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친구 도

티(나희선, 법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망설
임 없이 함께 창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와 채널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니지먼

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도티를 포함
해서 라온, 풍월량, 장삐쭈, 겜브링, 떵개떵, 급식왕, 띠

미, 엠브로, 백수골방 등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괴하는 시대라 할 수 있지요.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가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스테레오 타입의 커리어 패쓰를 원하고 과

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학점에만 매달리지 말고 동호회 활동처럼 학창시절

아카데미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용감하게 선택하고 도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있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건전
하고 다양한 디지털 놀이 문화’를 지향하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거나 자

극적인 영상으로 일시적인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배

제한 클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e스포츠 구단 샌드박스 게이

밍을 창단하면서 TBT, 크레스코레이크파트너스, DS

자산운용, NVC파트너스 등 유수 기관투자자들이 참
여한 25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한 바 있기

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
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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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박사 과정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김지연 동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교(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경영학과 교수

저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

김지연 동문을 서면 인터뷰로 만났습니다.

과정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마케팅에 대해 잘 알지 못

문은 2018년 8월 졸업 후 2019년 대만 국립중산대학
로 임용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된

연구 중심의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도 임용 제안을 받았었
는데 숙고 끝에 대만 국립중산대학교를 선택하게 되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지원해 준다는 점이 매력적

이었습니다. 인터뷰 기간 중에 세미나 이외에 초청연
사로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업 중 보았

이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찾아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논문을 쓰는 길이자 장차
연구와 학문을 업으로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끼게 되었고, 오래도록 이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찾아내서

고 생각합니다. 저의 박사 학위 논문 ‘Connected Mar-

다. 국가 차원, 학교 차원에서 전임교원들이 연구에 집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오래도록

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하면서 연구에 대한 흥미를

대하였습니다.

씽크탱크로서 연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입니

하도록 훈련하면서 연구에 대한

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리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논문을 쓰는 길이자

중산대학교는 공공 연구 중심 대학이며, 대만의

있게 고민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니 공부를 해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었습니다. 중산대학교는 특히 저의 성장 가능성에 대

해 높이 평가하였고, 연구 측면에 있어 큰 발전을 기

제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이

서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 석사

던 학생들의 열정과 연구 관심사를 배려한 티칭 환경

또한 좋은 인상으로 남았고, 장기적으로 국립중산대
학교의 연구 및 티칭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대만을 포함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
서도 편안하고 한국에서 가깝다는 점 또한 중산대학
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중산대학교는 글로벌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학

장차 연구와 학문을 업으로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

kets : Digital Retailing in the Offline World’는 오프라

인 환경과 소비자들 간 상호 작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
들이 디지털 쇼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쇼핑을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다 보니 관련된 분야 지식이 자연스럽게 체득
되어 디지털 쇼핑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

라는 생각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소
게 되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이 극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정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

학구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문화에도 관

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

고 친절하여 제가 낯선 대만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도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다정하면서도

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사 14(마케팅 전공)
대만 국립중산대학교 교수

심을 갖고 따라가는 것 역시 연구자로서 중요한 자세

통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매력을 알

심이 많고 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의 바르

김 지 연 동문

전공이라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관

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만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유

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열린 사고를 갖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

사실 티칭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수의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

좋아하고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더 좋은 연구로 발전시키는

풍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대학은 외국인 학생의 비율
이 높은 편이며, 해외 대학과 연계된 글로벌 프로그램

45

으면서 늘 교수님과 같은 교수,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을 믿어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모

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들었고,
좋은 학자가 되어 베풀어 주신 은덕에 보답하고 싶었

습니다. 연세경영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기억해서 다

른 연구자, 학생들과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
하는 자세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수이자 연
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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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2018년도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

경영 86학번
이한열 열사의

사업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윤동주기념사업회

상호 의원은 “처음에는 이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회로서 연세대학교의 숭고한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

에 있는 듯 숨막힘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이 영화를

에 이어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발족한 두 번째 사업

리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경영
대학은 2018년도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다

1987년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우

의 주관부서로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영화 ‘1987’
좌담회, 추모제, 문화제, 학술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있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당시 현장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희생한 분들의 이
름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을 추모하다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단법인 이한

열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제31주기 이한열 추모제가

6월 8일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내

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친 배은심 여사,
(사)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연세민주동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는 “한열이는 망월동에 가 있지만

이한열이 연세대 동문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한열이와) 같이 다녔다”며 “앞으로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이한열이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 여사는 이어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한 발짝씩 온다.
죽음이 헛되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믿는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회 우영옥 회장, 우상호 국회의원, 전국민족민주 유가

이한열 열사 추모 영화
‘1987’ 기념 좌담회
그중 영화‘1987’좌담회는 영화 제작진과1987년

족 협의회,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관계자 등의 외빈
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과 교수진 다수
와 학생추모 기획단 대표 학생 등이 추모제 자리에 함
께 했습니다.

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찬 작

까지 (한열이와) 같이 다녔다”며 “앞으로 나는 이 세

족하다는 고민이 바탕이 되었다고 소회했고, 장준환

감독은 “영화 제작하면서 걱정도 많았지만 강동원, 김
윤석 배우 등 톱스타들이 흔쾌히 동참해 주어 캐스팅
을 훌륭히 완성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경란

러분과 같이 걸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상에 없어도 우리 이한열이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 여사는 이어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
물과 땀이 범벅되어 한 발짝씩 온다. 죽음이 헛되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믿는다”는 소회를 밝

혔습니다. 이 행사는 추모사, 이한열 열사 약력 보고,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헌화로 마

썼고, 그림도 썩 잘 그렸다.

재수를 해서 연세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후 ‘사회’를 만난다.

광주민주항쟁을 알게 되고

괴로워했고,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의

탄압에 분노했다. 자신의 고민을 글과
그림으로 많이 남겼다. 만화 동아리

활동을 했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으나, 또한 섣부르게 나서는
대신 조심스럽고 진중했다.

최루탄이 그의 뒷머리를 때렸다.

27일 간 사경을 헤맸다. 많은 이가

그로 인해 울었고, 그로 인해 거리로
나섰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그해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혼자 먼 길을 떠났다. 7월 5일 새벽

2시 5분, 향년 22세. 나흘 뒤 장지인

광주로 향하는 길에는 160만 국민이

함께했다. 짧지만 빛났던 그의 영혼이

담긴 몸은 망월동 5.18 묘역에 뉘어 긴
안식에 들어갔다.

6월 9일에는 이한열기념관에서 출발하여 연세

대학교 교정 안에서 민주화 운동의 자취가 남아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공연, 이한열 추모의 밤 등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학을 사랑해 많은 책을 읽고 시를

무리되었습니다.

관장은 “영화 속 연희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라는 대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돌이켜 보면

Yonsei School of Business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한열이는

망월동(묘역)에 가 있지만 이한열이 연세대 동문 여

항쟁은 민주화의 결정적 사건이지만 기념 행사가 부

매달리는 책상물림은 아니었다.

1987년 6월 9일, 직선으로 날아온

는 학생들에게 1987년은 까마득한 역사로 기억되겠

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우정 대표는 1987년 6월

학업 성적이 뛰어났으나 공부에만

때문에 시위대 맨 앞줄에 나섰던

불어민주당 의원, 이경란 이한열기념관 관장이 패널

개봉해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

순하고 조숙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감

환 감독, 김경찬 작가, 이우정 제작사 대표, 우상호 더

시 2017년 12월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받았으나 응석꾸러기가 아닌,

의무감을 갖고 나섰다. 몸 상태가

관 각당헌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영화 ‘1987’의 장준

가는 “2015년 여름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당

첫 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그래도 앞에 서야만 할 때는 용기와

주화 정신을 되새겨 보는 자리였습니다. 6월 7일 대우

지만 이한열 열사 추모 기간에 우리의 민주화 역사

태어났다. 누나 셋에 이어 태어난

동원되는 시위가 두렵다고도 했다.

영화의 의미와 뒷 이야기를 나누고, 이한열 열사의 민

엄영호 경영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에 있

이한열은 1966년 평범한 가정에서

솔직한 사람이었다. 때로 무력이

당시 민주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로 참석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진중했던
이한열, 연세경영에 입학 후
‘사회’를 만나다

장소를 따라 걸어 보는 ‘이한열 민주화의 길 걷기’ 행
의 문화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 이한열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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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 논문게재 실적

교수진 국제 전문학술지(SCI급)
강기윤

・ Central Bank purchases of private assets: An

evalua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31,
2019.01
곽주영

・ Legitimacy building and e-commerce platform

development in China: The experience of Alibab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139, February, 2019.02

・ How the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Encourages
Subsidiary-Driven Innovation and Performance in
Korea: The Perspective of Subsidiary Autonomy,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6,
No.1, 2018.08

・ Building Global Brands for Chinese Private-Owned
Enterprises: Strategic Paths to Upgrade the Value
Chain, Issues and Studies, Vol.54, No.2, 2018.06
기랄 안드레스

・ Who Is the Beneficiary of Slack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Philanthropy?
Evidence from South Korea, Sustainability, Vol.11,
No.1, 2019.01

・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rents
on the auditor’s independent behavior, Spanis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Revista Espanola
De Financiaciony Contabilida, Vol.47, No.3, 2018.08
김병규

・ Psychological time and intertemporal preferenc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Vol.26, 2018.04
김지현

・ Gravity model for dyadic Olympic competition,

Physica A-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Vol.513, 2019.01

・ The power and limits of modularity: A replication

and reconcili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9, No.9, 2018.09
김진우

・ The New Snapshot Narrators: Changing Your Visions
and Perspectives!, Interacting with Computers,
Vol.30, No.4, 2018.07

・ The effect of ambiguous visual stimuli on creativity
in design idea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1, 2018.05

・ Data-centered persuasion: Nudging user’s

prosocial behavior and designing social innov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80, 2018.03

Yonsei School of Business

노현탁

・ Opening the black box: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op management team diversity on

emergent team processes and multilevel contextual
influen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Vol.44, No.1, 2019.02
민순홍

・ Inter-organisational learning in the context of third
party logistics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Vol.30, No.3,
2018.06
박경민

・ A Study on the Causality between Electric Reserve

Margin, Electricity Tariff, Renewable Energy, Economic
Growth, and Concurrent Peak in Winter and Summer,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66, No.11, 2018.11
박영렬

・ How the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Encourages
Subsidiary-Driven Innovation and Performance in
Korea: The Perspective of Subsidiary Autonomy,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6,
No.1, 2018.08

이동진

・ What Do People Do to Achieve Work-Life Balance?
A Formative Conceptualization to Help Develop a

Metric for Large-Scale Quality-of-Life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38, No.2, 2018.07

・ The Effects of Shopping Well-Being and Shopping
Ill-Being on Consumer Life Satisfact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3, No.2, 2018.06

・ Work-Life Balance: an Integrated Review,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3, No.1, 2018.03
이무원

・ Moderating effects of agency problems and

monitoring syst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stock option and audit fees: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Vol.10, No.11, 2018.11

・ Professional collaboration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 case of technology licensing of
university invention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Vol.30, No.11, 2018.11

・ Organizational attention and learning under

regulatory intervention: Governmental investigation
into auto engine quality,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 Administration, Vol.35, No.3, 2018.09

박흥수

・ Foreign monitoring and audit quality: Evidence from

Consequen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 Firm/ product reputation and new product recalls,

・ New Product Creativity Antecedents and

Japan, and China,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35, No.6, 2018.11

・ Moderating roles of national culture for alliance

relationship advantages and performance in Asia,

Journal of Business-To-Business Marketing, Vol.25,
No.3, 2018.07
서길수

・ Online Comment Moderation Policies for

Deliberative Discussion-Seed Comments and
Identifiabil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9, No.3, 2018.03
신동엽

・ The different influences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on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Chinese
firms, Asian Business & Management, Vol.17, No.5,
2018.12
신영수

・ Data-centered persuasion: Nudging user’s

prosocial behavior and designing social innov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80, 2018.03
윤대희

・ Strategic delegation, stock options, and investment
hold-up problem,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71, 2018.11

Korea, Sustainability, Vol.10, No.9, 2018.09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ning, Vol.36, No.5,
2018.08

・ Economic status, social status, and rate of

internationalization in US law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Legal Profession, Vol.25, No.2,
2018.05
이호영

・ The Association between foreign directors and

장대련

・ The effects of power on consumers’ evaluation of
a luxury bran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sychology & Marketing, Vol.36, No.1, 2019.01
장은미

・ Signaling or experiencing: Commitment HRM

effects on recruitment and emplyees’ online rating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84, 2018.03
정승화

・ Who Is the Beneficiary of Slack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Philanthropy?

changing the role of the firm?,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Vol.29, No.5, 2018.10
한재훈

・ Individual investors and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Evidence from Korea,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Vol.53, 2019.02

교수진 국제 일반학술지
이호영

・ XBRL Adoption, Information Asymmetry, Cost of
Capital, and Reporting Lags, iBusiness, Vol.10,
No.03, 2018.08

No.4, 2018.11

곽주영

Direct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Value, Sustainability,
Vol.10, No.11, 2018.10
임수빈

・ New Product Creativit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Japan, and China,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35, No.6, 2018.11

・ Moderating roles of national culture for alliance

relationship advantages and performance in Asia,

Journal of Business-To-Business Marketing, Vol.25,
No.3, 2018.07

중심으로, 회계저널, Vol.27, No.2, 2018.04

・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의 확대가 기업의

・ 무자본 M&A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상장폐지 사례를
박경민

・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government
policies on technology entrepreneurship

considering national cultural context, 한국혁신학회,
Vol.4, No.1, 2019.02

・ 국가문화와 기술혁신 활동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탐구 :

・ Operating without operations: how is technology

・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이후 경영학 교육사, 경영사학,
Vol.33, No.4, 2018.11

・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서의 국제표준화와 개도국의

과제: 중국 간쑤성의 쿠슈이 장미오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2018.09

of the Coffee Drinking Market in South Korea,

전략경영연구, Vol.21, No.3, 2018.12

문헌고찰과 새로운 논의 및 연구방향, 기술혁신연구,
Vol.26, No.2, 2018.05

박선주

・ Enemy or Friend?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of Cheaters in an Online First-Person Shooter Game,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Vol.31, No.3, 2018.09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형외과 예약패턴 분석,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7, No.1, 2018.03

박세범

・ Situational Value Innovation Strategy: The Case
of the Coffee Drinking Market in South Korea,

전략경영연구, Vol.21, No.3, 2018.12

박영렬

・ 중국기업 최고경영자팀의 특성이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2018.05

Vol.27, No.4, 2018.07
손재열

・ 기업의 스마트폰 메시지에 대한 고객 신뢰도에 관한 연구 :
메시지 정교화 모델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0, No.1, 2018.03
신동엽

・ 세 유형의 사회적 열망수준과 조직의 탐색활동 : 한국

조선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Vol.27, No.1, 2019.02
신현한

・ 자본비용과 투자의사결정 : 자기자본비용 추정방식과

내부자본시장을 고려한 분석, 재무연구, Vol.31, No.3,
2018.08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현금보유 결정요인 비교,

재무관리연구, Vol.35, No.1, 2018.03
윤대희

・ 가족 기업과 비가족 기업의 기업 불투명성 차이와 투자 및
경영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Vol.43,
No.3, 2018.06
이무원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f Chinese Listed

Firm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lack,

국제경영연구, Vol.29, No.3, 2018.08

박용석

・ The Moderating Effect of Crossvergent Cultural

Values on Turnover Intention in China, 국제경영연구,
Vol.29, No.3, 2018.08

・ 학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Vol.47, No.2, 2018.04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Vol.13, No.5, 2018.10

그리고 구조의 역할, 연세경영연구, Vol.55, No.3, 2018.10
이재영

・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유보가 제품군별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Vol.24, No.1, 2019.01
이호영

・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회계정보품질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4, 2018.12

배성주

・ 세무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방안

한국혁신학회, Vol.13, No.4, 2018.11

・ 공공기관 감사직무실적 평가수준이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에

・ 제품 관련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장 : 컨텐츠, 의사 소통 활동

Consumer Preference, 마케팅연구, Vol.33, No.2,

・ 배당승인기관에 관한 개정상법 도입 기업의 특성, 회계저널,

・ 제품 관련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장 : 컨텐츠, 의사 소통 활동

for Durable Goods, 아시아마케팅저널, Vol.20, No.2,

・ Usage Duration, Learnable Attributes, and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Vol.27, No.5, 2018.10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연구, Vol.30, No.1, 2019.02

・ Internation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김병규

2018.07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Vol.47, No.5, 2018.10

・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 질적

・ 정부 선정영향력이 기술발전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Future Contraction Effect in Intertemporal Choice

신용평점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Vol.47, No.6, 2018.12

・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와

최선미

No.1, 2019.01

손성규

・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연구, Vol.21, No.34, 2018.10

・ Situational Value Innovation Strategy: The Case

교수진 국내 전문학술지(학진등재(후보))

・ The Effect of Social Ties between Outside and Inside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Evidence from South Korea, Sustainability, Vol.11,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Vol.15,

문두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의

그리고 구조의 역할, 연세경영연구, Vol.55, No.3, 2018.10

・ 성과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특허전략 : 삼성전자 탐색적
사례연구, 연세경영연구, Vol.55, No.3, 2018.10

연구, 조세연구, Vol.18, No.3, 2018.10

미치는 영향, 윤리경영연구, Vol.18, No.1, 2018.07
정승화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형외과 예약패턴 분석,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7, No.1,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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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정예림

・ Knowledge Combination and the Usefulness of

Invention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10, 2018.10

・ Study on Optimal Appointment Pattern using Plastic
Surgery Appointment Data, 병원경영학회지, Vol.23,
No.3, 2018.09

・ Non-periodic subway scheduling that minimizes
operational cost and passenger waiting time,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8, 2018.08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형외과 예약패턴 분석,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7, No.1, 2018.03
최선미

・ What Would Customers Prefer, Personal Loss-

Recovery or Social-Order-Restoration?: The Case

of Norm-breaking Behaviors of Other Customers,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9, No.5, 2018.12
최순규

・ Internation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f Chinese Listed

Firm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lack,

국제경영연구, Vol.29, No.3, 2018.08

・ 수출 집중도와 외부 지식 탐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Vol.34, No.2, 2018.06

・ 가족 경영과 기업 국제화 간의 관계 : 성과 피드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무역통상학회지, Vol.18, No.3, 2018.06

・ 현대자동차의 국제화 : 기업가 정신, 전략, 그리고 운,

경영교육연구, Vol.33, No.3, 2018.06

・ 해외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이 CSR에 미치는 영향 :

이해당사자들의 조절효과, 무역연구, Vol.14, No.3,
2018.06

・ Social Capital and Technology Alliance Performance

of Korean Exporting SMEs,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29,
No.2, 2018.05
최정혜

・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 성과와 제품, 고객, 구색의 영향 :

매장 유형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23권, 2호,
2018.04

석박사 학생 논문 공저
국제 학술지

박주형(박사 15, 회계 전공)

・ The Effect of Social Ties between Outside and Inside
Direct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Value, Sustainability,
Vol.10, No.11, p.1-24, 2018.10

서정화(박사 12), 이한솔(박사 18) : 회계 전공

・ The Association between Foreign Directors and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Vol.15(4),
p.98-112, 2018.10

유이정(박사 15, 매니지먼트 전공)

・ Opening the Black Box: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op Management Team Diversity on

Emergent Team Processes and Multilevel Contextual
Influen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Vol.44(1), p.112-164, 2019.02

이정원(석박통합 14, 매니지먼트 전공)

・ Exploring the Antecedents of Employees’

Developmental Network Characteristics: Does

Context Matter?,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57(1), p.103-124, 2019.01

・ Managing Conflicts in Social Enterprises:

The Role of Participatory HRM and Diversity Climate
in the Korean Context,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Vol.28(1), p.19-35, 2018.09

・ Work Context and Turnover Intention in Social

Enterprises: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 of Work,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34(1), p.46-69,
2019.02

이정원(석박통합 14), 정창욱(박사 14) : 매니지먼트 전공

・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upport and the
Role of Employee Status,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Vol.17, p.75-92, 2018.04

최병철(박사 15), 변정윤(박사 15) : 회계 전공

・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교수진 국내 일반학술지
배성주

・역
 전된 기술진화(Reverse Technological Evolution)
관점의 정부의 기술발전 전략유형 분석, 청촌논총,
No.20, 2019.01

for Endogeneity,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Vol.15(4), p.69-84, 2018.12

국내 학술지

HSU MON YEE(박사 14, 국제경영 전공)

・ 학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Vol.47(2), p.481-503, 2018.04
강지원(석사 17, 국제경영 전공)

・ 한류콘텐츠 만족도와 노출도가 한국산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민족중심주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Vol.29(2), 2018.02
Yonsei School of Business

강지훈(석박통합 13, 국제경영 전공)

・ 해외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이 CSR에 미치는 영향 :

이해당사자들의 조절효과, 무역연구, p.361-376, 2018.06
김기범(박사 12, 재무 전공)

교수진 학술 활동
구분

・ 기간스프레드의 예측력이 증가한 이유, 금융연구, 2019.01

성명

곽주영
기랄 안드레스

김수인(석박통합 14, 회계 전공)

・ 가족 기업과 비가족 기업의 기업 불투명성 차이와 투자 및

김동훈

경영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Vol.43, No.3,

김병규
김보경

p.35-80, 2018.06

김승현

・ 유형별 이익조정이 재무분석가의 장기예측치 발표에 미치는

김영찬

차별적 영향, 국제회계연구, Vol.81, p.47-71, 2018.10
김영욱(박사 12, 매니지먼트 전공)

김진우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문두철

노현탁

・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군 전직지원 교육)의 효과 : 개인의

민순홍

Vol.119, p.71-111, 2018.04

박선주

김현호(석사 16, 경영과학 전공)

・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장기 렌터카 회사의 운영 의사결정

박세범

방식의 비교 분석, 한국생산관리학회, Vol.29, No.2,
p.189-208, 2018.05

박주형(박사 15, 회계 전공)

・ 주가표류현상에 따른 정보효과 차이분석 : 정보불확실성

국제

차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과소반응 검증, 회계저널, Vol.28,

・ 주가표류현상이 내부자거래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이호영

감사 연구, Vol.60, No.4, p.173-211, 2018.12

임건신

변정윤(박사 15, 회계 전공)

임수빈

・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의 확대가 기업의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Vol.27(5), p.1-28,

장대련

2018.10

서정화(박사 12, 회계 전공)

정승화

・ 세무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세연구, Vol.18(3), p.169-208, 2018.09
장연(석사 16), 김상화(석사 16) : 마케팅 전공

・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 성과와 제품, 고객, 구색의 영향 :

최선미

매장 유형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유통학회, Vol.23, No.2,
p.1-23, 2018.04

최정혜

채지원(석사 17), 유재선(석사 18) : 정보시스템 전공

곽주영

・ SNS 인플루언서 협찬광고에 대한 인지된 공정성이 선망의

김병규

유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김보경

한국경영정보학회, Vol.1, p.151-157, 2018.11

노현탁

최병철(박사 15), 변정윤(박사 15) : 회계 전공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 Vol.21(3-4), p.93-109, 2018.10

・ 무자본 M&A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상장폐지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Vol.27(2), p.151-184, 2018.04

이재영
이지만

No.1, p.141-174, 2019.0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의

배성주

문두철
국내

오홍석
이지만
이호영
장대련
최선미
최원욱

학술회의 명칭

주최 기관

23rd EURAS Annual Standardisation Conference

EURAS(European Academy of Standardisation)

Academy of Management, Chicago

Academy of Management

EconWorld2019@Seville IX.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Washington
European Accounting Association, Milan

2018 European Marketing Academy Conference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Workshop on Information Systems and Economics(WISE)

Korean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EMAC 2018

연구 역할
학술발표

EconWorld

학술발표
학술발표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학술발표

European Accounting Association

학술발표

European Marketing Academy(EMAC)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Academy of Management

Wise Organization Committe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Summer Educators’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The IAFOR Global Innovation & Value Summit 2018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Korean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uropean Marketing Academy
SIGCHI ACM Special Interest Group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Academy of Management

HRI 2018

학술발표

Global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 토론 및 사회
학술발표

토론 및 사회
학술발표

The 2nd YVIP Global Conference

IAFOR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s Steering
Committee(IW3C2)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

토론 및 사회

The 2nd YVIP Global Conference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

토론 및 사회

The 27 Int’l World Wide Web Conference(WWW 2018)
th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R&D Management Conference 2018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18th International Labou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ILERA)
World Congress
일본 동지사대학교 중소기업매니지먼트연구회 2018 제 1 세미나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소기업 매니지먼트 - 중소기업의 이론과 실천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8 Annual Conference
Workshop on Information Systems and Economics(WIS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Summer Educators’ Conference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s

2018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s
European Marketing Association Conference 2018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The IAFOR Global Innovation & Value Summit 2018

IJA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Business and Economics
Global Conference Innovative Strategi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Management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IRSSM9(The 9th Inter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service management)
10th SERVSIG Conference

15th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in Service Management
Thought Leadership HTR Forum 2018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북한 경영자 교육 컨퍼런스

2018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 / 추계학술대회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사조직학회 추계학술대회

제 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8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8 한국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마케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8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하계 / 추계학술발표대회
2018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 / 추계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Radma, Politecnico Di Milano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INFORMS
ILERA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토론 및 사회

일본동지사대학교 중소기업매니지먼트 연구회

학술발표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학술발표

WISE Organization Committee

학술발표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Thammasat Business School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EMAC & University of Strathclyde

학술발표

IACSS

학술발표

IAFOR

학술발표

IJAS Conference

학술발표

ISITE

토론 및 사회

IRSSM

학술발표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SERVSIG

학술발표

Aix-Marseill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학술발표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s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발표 / 토론 및 사회

한국전략경영학회

토론 및 사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금융법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학술발표 / 토론 및 사회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한국인사조직학회

토론 및 사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학술발표

한국경영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마케팅학회

(사)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세무학회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 토론 및 사회
학술발표 / 토론 및 사회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학술발표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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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생 주요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사례
구분

이름

강주영(석사 17)
김상화(석사 16)

오퍼레이션

김우현(석사 17)

오퍼레이션
마케팅
마케팅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배기문(석사 18)

마케팅

박재철(석사 17)

정보시스템

송혜신(석사 17)

마케팅

유이정(박사 15)

매니지먼트

윤여림(석사 18)
윤여홍(석사 17)

이정원(석박통합 14)
장성현(박사 17)

마케팅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마케팅

정창욱(박사 14)

매니지먼트

최진선(박사 13)

정보시스템

김병은(석사 17)

오퍼레이션

최미향(석사 16)
강주영(석사 17)
김수연(박사 13)

김수인(석박통합 14)

마케팅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회계

김우현(석사 17)

오퍼레이션

김지혜(석사 17)

오퍼레이션

김원령(박사 18)
박재철(석사 17)
국내

마케팅

김수연(박사 13)

김진석(석사 17)

국제

전공

오퍼레이션

박주형(박사 15)
서정화(박사 12)
유이정(박사 15)
윤여홍(석사 17)

국제경영

정보시스템
회계
회계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연주(석사 14)

오퍼레이션

이지연(석사 18)

마케팅

이정원(석박통합 14)

매니지먼트

장유주(석사 17)

오퍼레이션

채지원(석사 17)

정보시스템

정창욱(박사 14)

매니지먼트

Global Marketing Conference

학술대회명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8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Marketing Conference
10th SERVSIG

15th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in Service Management
Global Marketing Conference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s
The 49th Annual Conference of the Decision Science Institute
2018 Post-ICIS KrAIS Research Workshop
2018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8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Business Review Competition

The 2018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2018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Business Review Competition
Global Marketing Conference

The 2018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s
The 2018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Global Marketing Conference

Workshop on Information Systems and Economics 2018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제7회 인적자본기업 패널 학술대회
경영관리학회 통합학술대회

2018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정기학술세미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Ph.D. 펠로우 연례학술대회
2018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

일본, 도쿄
일본, 도쿄
한국, 서울
일본, 도쿄

학회 활동
교수명
곽주영
김동훈

프랑스, 파리

김성문

일본, 도쿄

박경민

태국, 방콕

박용석

프랑스, 라롱드-레-모흐
일본, 도쿄
미국, 시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서울
일본, 도쿄
한국, 서울
한국, 서울

미국, 시카고
한국, 서울
한국, 서울
일본, 도쿄

박영렬
손성규
서길수
이기영
이무원
이호근
임일

장대련

미국, 시카고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미국, 시카고
일본, 도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춘천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경주
한국, 서울
한국, 전주
한국, 경주
한국, 경주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서울

최선미
최원욱

교수명

한국경영과학회

상임이사

한국전략경영학회

서길수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SSCI 저널)
정보화정책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한국경영학회

손성규

Journal of Business to Business Mark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arketing and Sponsorship
Cornell Hospitality Quarterly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and Management
한국회계학회

신진영
연강흠

임일

장대련
장은미

제주항공

현대건설기계
유안타증권

현대오토에버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산정책연구원
데브시스터즈
대한제강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KT

쌍용자동차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신경대학교

인사혁신처
LIG넥스원

2018.01~2018.12

편집위원

2018.01~

Senior Editor

2013.01~2019.12

학회장

2019.01~2019.1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3~2019.02

편집위원장

2016.01~

예술분과위원장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한국정보공학

2018.03~2019.02

학회장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17.03~2019.02

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세아제지

2018.03~2020.02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기업(기관)명

2018.01~2018.12
2018.03~2019.02

원장

한국국제경영학회

2011.09~

2017.03~2019.02
2018.01~2018.12

부회장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임기

2018.03~2019.02
2017.03~2019.02

Editorial Board Member
이사

한국산업경영학회

세아홀딩스

최원욱

Yonsei School of Business

「경영학연구」편집운영위원장

김성문

한국, 서울
한국, 세종

한국경영학회

산업통상자원부

박세열

학회 직위

「경영학연구」편집위원장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곽주영
김동훈

상임이사

한국경영학회

사회 활동

이무원

한국, 세종

학회(지)명

Sport, Business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한국, 서울
한국, 서울

국제경영학회

2018.03~2019.0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3~2019.0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3~2019.0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3~2019.0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1~2019.1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1~2019.1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1~2019.12

Editorial Board Member

2018.01~2019.12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

통상협상자문위원
사외이사

2018.07~2020.06

직위

임기

2018.03~
2017.03~

사외이사

2016.03~2019.03

사외이사

2018.01~2018.12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18.03~2019.02

위원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

사이이사
사외이사
자문위원

2018.03.01~

2018.03~2019.02
2018.03~2020.03
2018.11~2021.02
2017.02~2019.12
2015.12~2019.12
2017.02~2021.02
2015.03~2019.03
2018.04~2021.04
2017.12~

사외이사

2017.03~2020.03

사외이사

2018.05~2019.05

사외이사
사외이사

2017.03~2020.03
2018.11~2021.11

사외이사

2018. 06~2019. 05

사외이사

2019.03~2022.03

정책자문위원

2018.01~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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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수상 실적

수여 기관

수상 내용

13th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

Best Paper Award

김진우

한국생산관리학회

최우수 논문상

최선미

한국경영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국제학술상

한국경영교육학회

세종도서 교양부분 우수도서 선정
공헌교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최순규
김병규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2018.05.20

김동훈 Ph.D.(Columbia Univ., 1989)

강기윤 Ph.D.(Washington Univ., 2017)

김인준 Ph.D.(Columbia Univ., 1985)

2018.03.30

이동진

박세범

초헌학술상

재무

2018.11.03

박경민, 이기영, 이재영, 이호욱, 장은미, 최순규, 한재훈, 허대식

연세경영연구 우수논문상

마케팅

2019.01.07

곽주영, 기랄안드레스, 김동훈, 서길수, 윤대희, 이지만, 최선미

강의우수교수(2학기)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수상 일자

노현탁

2018.07.01
2019.02.28
2018.08.30
2019.02.28
2018.03.21
2019.01.07

저역서명

발행처명

참여 역할

곽주영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Routledge

문두철

한국기업을 위한 스마트 국제경영

한국학술정보(주)

공동저자

박영사

공동저자

김준석

변화와 혁신

박영렬

4차산업혁명, 일과 경영을 바꾸다

이동진

삼성경제연구소

Creative Experience Value in Tourism, 2nd edition

이호근

CAB International(Oxfordshire, UK) 2018

성당에서 시장으로

장대련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경쟁우위 마케팅 전략

정동일

박영사

Full Range Leadership Development: Pathways for People, Profit, and Planet

최순규

Routledge

한국기업을 위한 스마트 국제경영

김병규 Ph.D.(Univ. of Pennsylvania, 2010)
김영찬 Ph.D.(Univ.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 2004)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이재영 Ph.D.(Univ. of Pennsylvania, 2014)

임수빈 Ph.D.(Univ. of North Carolina, 1999)
장대련 D.B.A.(Harvard Univ., 1986)

최정혜 Ph.D.(Univ.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한국학술정보(주)

공동저자
주저자

공동저자
공동저자
공동저자
단독저자
공동저자
공동저자
주저자

박영렬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2000)
최순규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Univ. of Texas at Austin, 1991)
김보경 Ph.D.(Univ. of Michigan, 2011)
김지현 Ph.D.(New York Univ., 2011)

노현탁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박경민 Ph.D.(INSEAD, 2005)

중국 China Mobile의 5G 기술전략연구

YSB Leadership
기관

학장 겸 원장

직책

교수

서길수
임일

허대식

석박사 주임교수

손재열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재무 분야 주임교수
회계 분야 주임교수

O.D.I. 분야 주임교수

Global MBA 운영교수

이무원
김영찬
정동일
신현한
최원욱
최선미
민순홍

Corporate MBA 운영교수(96기, 97기)

노현탁, 배성주

Executive MBA 운영교수(8기, 9기)

서길수, 신진영

Finance MBA 운영교수

AMP 주임교수(85기, 86기)

경영연구소

(주)KT

교학부학장
기획부학장

상남경영원

지원기관

학부 CLC 주임교수
원장

부원장
소장

부소장

Yonsei School of Business

한재훈

구본일 Ph.D.(Columbia Univ., 1988)

박세열 Ph.D.(Univ. of Georgia, 201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 1993)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 1995)
어준경 Ph.D.(Columbia Univ., 2014)
엄영호 Ph.D.(New York Univ., 1996)

연강흠 Ph.D.(Univ. of Pennsylvania, 1990)
한재훈 Ph.D.(Columbia Univ., 2003)
보험 전공

김정동 Ph.D.(Univ. of Pennsylvania, 1994)
회계

기랄 안드레스 Ph.D.(Univ. of Alcala, 2003)

김지홍 Ph.D.(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City Univ.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 1992)
윤대희 Ph.D.(Yale Univ., 2008)

김기영 Ph.D.(Univ. of Washington, 1975)
김준석 D.B.A.(Indiana Univ., 1982)
김태현 Ph.D.(Indiana Univ., 1986)

박상용 Ph.D.(New York Univ., 1984)

박흥수 Ph.D.(Univ. of Pittsburgh, 1988)
송자

Ph.D.(Washington Univ. in St. Louis, 1967)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 1978)
오세조 Ph.D.(Univ. of Cincinnati, 1987)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 1975)
이기을 Ph.D.(Yonsei Univ., 1971)

이완수 D.B.A.(Univ. of Tennessee, 1981)

임웅기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7)
정구현 Ph.D.(Univ. of Michigan, 1976)

정종락 Ph.D.(Univ. of Pittsburgh, 1982)
정종암 Ph.D.(Yonsei Univ., 1982)
정종진 Ph.D.(Pusan Univ., 1972)

주인기 Ph.D.(New York Univ., 1986)

이경태 Ph.D.(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이호영 Ph.D.(Univ. of Oregon, 2000)
장진호 D.B.A.(Harvard Univ., 1999)

특임, 객원 및 연구교수

양혁승 Ph.D.(Univ. of Minnesota, 1998)

O.D.I

윤세준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88)

강민조 Ph.D.(Yonsei Univ., 2018)

민순홍 Ph.D.(The Univ. of Tennessee, 2001)

김도윤 Ph.D.(Yonsei Univ., 2016)

신동엽 Ph.D.(Yale Univ., 1996)

이기영 Ph.D.(Univ. of Minnesota, 2014)
이무원 Ph.D.(Stanford Univ., 2003)

이지만 Ph.D.(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Texas A&M Univ., 2002)

장은미 Ph.D.(Univ. of Maryland, 1993)

부원장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제목

재무 전공

최원욱 Ph.D.(Columbia Univ., 1993)

박헌준 Ph.D.(The Ohio State Univ., 1990)
오홍석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 2000)

연구 보고서
곽주영

한국학술정보(주)

시사적인 회계이슈들

신동엽

교수명

박영북스

한국기업을 위한 스마트 국제경영

손성규

마케팅 전공

곽주영 Ph.D.(MIT, 2008)

도서 출간 실적

명예 및 퇴임교수

2018.04.13
2018.03.12

김보경, 서길수, 손재열, 윤대희, 최선미, 최원욱, 한재훈

강의우수교수(1학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최순규
노현탁

우수논문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교수명

Korea Business Review 우수논문상

수상자

전임교수

정동일 Ph.D.(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정승화 Ph.D.(Univ. of Pennsylvania, 1993)

오퍼레이션 전공

배성주 Ph.D.(MIT, 2009)

최선미 Ph.D.(Cornell Univ., 2001)

허대식 Ph.D.(Indiana Univ., 2001)
정보시스템 전공

김승현 Ph.D.(Carnegie Mellon Univ., 2008)
서길수 Ph.D.(Indiana Univ., 1989)

손재열 Ph.D.(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이호근 Ph.D.(Univ.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Ph.D.(Univ. of South Carolina, 2000)
임일

Ph.D.(Univ.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김성문 Ph.D.(Univ.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 1993)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 2001)
서승범 Ph.D.(Northwestern Univ., 2014)
박선주 Ph.D.(Univ. of Michigan, 1999)
정예림 Ph.D.(Univ. of Paris1, 2010)

강용주 Ph.D.(Yonsei Univ., 2018)
김동훈 Ph.D.(Stanford Univ., 2005)
김수연 Ph.D.(Yonsei Univ., 2018)

김용환 Ph.D.(UC Berkeley, 1995)
김지연 Ph.D.(Yonsei Univ., 2018)

김홍선 Ph.D. Candidate(Yonsei Univ., 2014)
김효진 Ph.D.(Yonsei Univ., 2018)

민유주아나  Ph.D.(Kangwon Univ., 2017)
박현영 Ph.D.(Yonsei Univ., 2017)

양정미 Ph.D.(Brown Univ., 1987)
이호선 Ph.D.(Yonsei Univ., 2016)
전경미 Ph.D.(Yonsei Univ., 2017)

지영석 MBA(Columbia Univ., 1984)

최흥식 Ph.D.(Université de Lille I, 1982)
하승창 M.A.(Yonsei Univ., 2005)

하신영 Ph.D.(Yonsei Univ., 2017)
황선일 Ph.D.(Yonsei Univ., 2010)

박영렬, 양혁승
양정미
이동진
배성주
양혁승
박세범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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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금 모금 현황

2018 기금 약정자 명단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약정액 및 참여 인원

발전 및 건축기금
1억 원 이상

0.12 억 원 | 2 명

0.12 억 원 | 292 명
0.54 억 원 | 13 명

프로그램 발전기금

약정액 기준(%) : 기관 66.2, 교수 33.8

참여 인원 기준(%) : 기관 50.0, 교수 50.0

Class Gift 기금

약정액 기준(%) : 학부 43.3, 석박사 11.7, MBA 45.1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49.3, 석박사 10.3, MBA 40.4

장주인(MBA 17)
5천만 원 이상
AMP 85기

EMBA 8기

경영 64학번 동기회

김승학(MBA 17)

곽정환(경제 82)

이종화(AMP 53기)

이종달(경영 69)

이재용(경영 83)
AMP 84기
AMP 86기

AMP 총동창회

상학 64학번 동기회
5백만 원 이상

김준도(MBA 14)

1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김성경(MBA 17)

김제성(MBA 86)

구민회(MBA 17)

김석현(경영 91)

1구좌

신중호(경영 97)

김효진(박사 13)

허인철(경영 79)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3구좌

정광언(MBA 18)

·자녀 정다민, 정동규, 정동우

장학기금

1천만 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주)아모레퍼시픽
5백만 원 이상

이두원(상학 58)

이진홍(AMP 86기)

(재)한우리장학재단

장학기금

5백만 원 미만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구재상(경영 83)
김성찬(석사 98)
유기성(경영 06)

5백만 원 미만

민순홍 교수

최순규 교수

MBA 동창회

연세경영연구회

회계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메이지대학교

* Class Gift 참여자 명단은 누적 약정자 명단의 해당 연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생략합니다.

약정액 기준(%) :

학부 25.8, 석박사 0.9, 기업/기관 36.6,

교수 3.8, MBA 5.5, AMP 27.5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27.3, 석박사 9.1, 기업/기관 18.2,
교수 9.1, MBA 18.2, AMP 18.2

고병헌(경영 64) 2018 재상봉 행사 전체 대표

4.95
465

억원

재상봉 행사를 준비한 학교에
감사하고 20년 후에도 같은
모습으로 추억을 나누고 싶다.
김인오 경영 64 동기회장

명

* 단체 약정의 경우 단체 약정에 참여한
인원 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꼈다.

4.17억 원 | 158 명

발전 및 건축기금

약정액 기준(%) :

학부 20.5, 석박사 0.3, MBA 52.8, AMP 26.4
참여 인원 기준(%) :

학부 27.9, 석박사 2.3, MBA 53.5, AMP 16.3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절대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한정
짓지 말고, 수업과 여러 활동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시길!
박재호(경영 12)

모교 덕분에 사회생활 내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항상
모교에 감사함을 느낀다.
정종화 상학 64 동기회장

EMBA 과정을 통해 훌륭한
원우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 모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장주인(MBA 17)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배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연세경영연구회 김학윤(MBA 16)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실력이랍니다.
정하진(MBA 17)

재학 중 최희규 선배의 세경장학금을
받고 후배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선배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컸고,
후일 자신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다.
유기성(경영 06)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점과 점이 이어 선이 된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대학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조예린(경영 14)

주요 사용처

발전 및 건축 :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 및
경영관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장학 :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재원

Class Gift : 신입생 입학 기념품 마련 재원
Yonsei School of Business

Yonsei School of Business

기금 누적 약정자 명단
박헌준 교수

정연택(경영 69)

김동철(경영 84)

안교강(MBA 15)

AMP 81기

배기룡(경영 76)

조재성(MBA 16)

김성수(MBA 70)

아모레퍼시픽

융복합 연구 기금
1억 원 이상

김영진(경영 75)

건축 및 발전기금
100억 원 이상

서경배(경영 81)
10억 원 이상

양동훈(박사 01)

양주현(MBA 77)

오재갑(AMP 52기)
윤형근(경영 82)
이강만(경영 74)
이기을 교수

이두원(상학 58)
이장희(경영 59)
이재용(경영 83)

이종화(AMP 53기)
장정훈 교수

조용선(경제 58)

AMP 총동창회

이재범(AMP 56기)
5억 원 이상

고병헌(경영 64)
박지원(경영 84)
송승철(경영 76)
심장식(경영 73)

AMP 73기

EMBA 1기

경영 79학번 동기회
경영 80학번 동기회
경영 82학번 동기회
경영 84학번 동기회
경영 85학번 동기회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김구재단

씨씨엠프라자

이문일(경영 86)

5천만 원 이상

임부자(AMP 43기)

김재환(AMP 33기)

이병무(경영 59)
장홍선(경영 58)
국민은행

3억 원 이상

구본걸(경영 76)
권은영(경영 75)
안용찬(경영 77)
이관식(경영 66)

故 임익순 교수 가족
한영재(경영 73)

경영 81학번 동기회
경영 83학번 동기회
1억 원 이상

김법용(AMP 77기)
김선영

김영숙(AMP 55기)
김진우(MBA 15)

남궁덕(AMP 57기)
서정락(MBA 03)
선종구(경영 68)

손영식(AMP 17기)
송 자 교수

신영수 교수

EMBA 5기
EMBA 6기
EMBA 7기
EMBA 8기

경영 86학번 동기회
우리투자증권

고한수(경영 70)

조락교(경제 55)

김효준(MBA 98)
이동준(MBA 78)

EMBA 4기

정석주(상학 59)

정구현 교수

황재광(MBA 01)

송영휘(MBA 04)

AMP 골프회

1천만 원 이상

김영진(경영 75)
박삼구(경제 63)

AMP 85기

장주인(MBA 17)

김승제(MBA 07/AMP 50기) 최도석(경영 70)
김정수(경영 69)

AMP 83기

김명준(경영 63)
김홍기(경영 75)
성필호(경영 65)

전용배(AMP 34기)
정원철(AMP 81기)
정종진 교수
AMP 53기
AMP 54기
AMP 55기
AMP 56기
AMP 57기
AMP 58기
AMP 61기
AMP 62기
AMP 63기
AMP 64기
AMP 65기
AMP 66기
AMP 70기
AMP 71기
AMP 72기
AMP 74기
AMP 75기
AMP 76기
AMP 77기

Yonsei School of Business

강성민(경영 77)
구민회(MBA 17)

구재범(AMP 58기)
권승화(경영 76)
권승희(경영 70)
권혁조(경영 72)

김대영(MBA 06)
김도성(경영 75)
김동원

김동준(경제 83)
김동훈 교수

김사성(경영 85)

김성경(MBA 17)
김성문 교수

김성운(경영 69)
김세환(경영 77)

김순무(AMP 43기)
김승학(MBA 17)

김신성(MBA 16)

김영주(AMP 63기)
김요대(경영 82)
김용헌(경영 02)
김윤회(경영 73)
김인준 교수

김재후(상학 67)
김정동 교수

김종태(경영 78)

김준도(MBA 14)
김진우 교수

김진홍(경영 77)

김태암(AMP 63기)
김태우(경영 87)
김태현 교수

김학수(경영 71)
나홍규(경영 85)
노병용(경영 69)
민순홍 교수

민천기(MBA 16)

박동출(AMP 50기)
박상용 교수
박영렬 교수

박영숙(경영 82)
박영진(경영 69)
박태관 학부모

방일석(AMP 51기)
배호원(경영 70)

변기욱(MBA 04)
서길수 교수

서정민(MBA 13)
손성규 교수

손윤환(경영 78)
송문호(상학 68)
신동엽 교수

신성호(경영 79)
신용인(경영 70)
신용한(경영 88)
신현한 교수

안병덕(경영 76)
안종현(경영 75)

엄석종(MBA 14)
연강흠 교수

오광성(경영 71)
오세조 교수

오영철(AMP 12기)
오원석

유상호(경영 78)
윤경식(경영 77)
윤안도(경영 72)
이규상(상학 68)
이길호(경영 83)

이두철(AMP 38기)
이범교(MBA 11)
이석구(경영 69)
이수호(경영 70)

이응훈(MBA 93)
이재욱(경영 86)
이정선(경영 81)

이정익(AMP 22기)

이정재(산업최고위과정 87)
이정조(경영 73)

이종달(경영 69)
이지만 교수

이창훈(경영 75)
이호근 교수
이호영 교수

이홍기(AMP 47기)
임건신 교수
임수빈 교수

임영균(경영 74)

임용빈(MBA 04)
장대련 교수
장 명 교수

장은미 교수

전재훈(응통 75)
전찬민(경영 86)
전현철(경영 77)

정길영(MBA 12)
정대형(경영 86)

조남준(경영 68)
조재우(경영 86)

조중래(MBA 12)
주인기 교수

지대섭(경영 72)
지민호(경영 81)
최선미 교수

최영수(경영 81)
최원욱 교수

최응열(경제 77)
최흥식(경영 71)
최희규(경영 83)
한상학(경영 80)
한찬희(경제 74)
허대식 교수

홍선주(경영 78)

황사용(MBA 13)
황선오(MBA 16)
황의준(MBA 01)
황일청(상학 50)
AMP 49기
AMP 51기
AMP 52기
AMP 60기
AMP 80기
AMP 82기
AMP 84기
AMP 86기

EMBA 2기
EMBA 3기

강동호(경제 68)

김점표(경영 85)
김정우(경영 82)
김준석 교수

김태호(경영 84)
남상환(경영 86)
문희성(경영 83)

故 민경삼(경영 98)
박대준(경영 86)
박미자 직원
박선주 교수

박성래(경제 97)
박성호(경영 88)
박용석 교수

방동원(AMP 53기)
백상태(상학 67)

백창현(경영 85)
서진석(경영 84)
손원범(경영 84)
신문선(경영 76)

신태용(MBA 08)
양일수(경영 82)
오동익(경영 83)
오일환(응통 76)
유재흥(경영 73)
유한상(경영 64)
윤용암(경영 75)

이영섭(경영 84)

경영 69학번 동기회
경영 72학번 동기회
경영 74학번 동기회
경영 78학번 동기회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백양로포럼

이경호(경영 82)
이주삼(경영 83)
이태호(경영 81)
이희환(경영 79)

임경화(MBA 08/AMP 76기)
임 일 교수

임주재(경영 72)

장덕흠(AMP 71기)
장석륭(경영 86)
전성기(경영 85)

상경대학 59학번 입학동창회 정운섭(경영 87)

상경대학 60학번 입학동창회 정종모(MBA 71)
상학 62학번 동기회

조석연(경영 79)

서길수 교수연구실 동문

조성우(경영 93)

상학 64학번 동기회
교보문고
남극냉동

선등문화장학재단
연경장학회
영신엠텍

5백만 원 이상

정성규(AMP 70기)

김광오(경영 83)

정세영(MBA 07)

김재훈(경영 83)

김영현(경영 79)

MBA 총동창회

경영 64학번 동기회

고병순(경영 76)
김규명(경영 75)

한국정보공학(주)
5백만 원 미만

이경미

경영 61학번 동기회

에스앤파트너스

김성진(경영 85)

MBA 81대 총원우회

정동기(경영 71)
정병철(상학 65)

김석현(경영 91)

GMT(Global Management Track) 이갑재(경영 82)
MBA 85대 총원우회

박용익(경영 84)

오세호(경영 98)

이창현(경영 93)

최승준(정경대학원 07)

12구좌

박동희(AMP 78기)

김영만(MBA 94)

박인식(MBA 13)

오윤진(경영 00)

이필수(MBA 01)

최인우(MBA 00)

·자녀 김민지(경영 05)

변기욱(MBA 04)

김영수(경영 70)

AMP 78기
AMP 79기

김승범(경영 67)
김승우(경영 86)

신희호(경영 77)

아모레퍼시픽 YVIP 기금 심계원(MBA 99)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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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만(경영 85)
최문호(경영 85)
최정훈(경영 76)
최종만(경영 78)
최태균(경영 81)
한현주(경영 81)
홍성수(경영 79)
홍태호(경영 81)

황병주(AMP 22기)
황의진(MBA 03)
MBA 85대 이글

가태영(응통 91)
강봉섭(경영 62)
강성태(경영 92)
강세기(정외 87)
강 원(경영 82)
강재성

강조원(경영 93)
강충진(경영 70)
고광수(경영 81)
고성진(경영 91)
고인재(영문 87)
고재진(경영 10)

곽정환(경제 82)

구본탁(MBA 13)
구요한(건축 97)
구자경(수학 96)
구진형(수학 95)
구학서(경제 66)
권상원(경영 86)
권영대

권오국(AMP 65기)
권태훈(경제 86)
권형록(경영 90)
권형주

권혜진(경영 93)
권희전(경영 81)
금갑운(경제 86)
김경구(경영 92)
김광수 직원

김광원(MBA 83)
김낙호(MBA 16)
김대균(경영 87)
김도원(경영 04)
김동배(경영 73)

김동주(AMP 39기)
김만수(경영 77)
김명길(경영 83)
김범수 교수

김병규(MBA 11)
김병묵(경영 88)
김병호(경제 93)

김병환(경영 85)
김봉기(경영 69)

김상엽(MBA 05)
김상운(경영 86)
김상호(경영 78)
김상훈(경제 91)

김상희(MBA 09)

故 김석기(AMP 31기)
김성배(경영 97)

김성용(MBA 16)

김세만(최고경제인과정 93)
김송규(MBA 95)
김수관

김순옥(MBA 03)

김영숙 직원

김영운(AMP 22기)
김용석(경영 06)
김의경 직원

김정주(경영 84)

김제성(MBA 86)
김종선(경영 85)
김종수(경영 80)
김종윤(경영 93)
김주홍(경영 98)
김지수(경영 00)
김지연(경영 11)
김지연(박사 14)
김지영(경영 09)

김진석(MBA 98)
김진영(박사 94)

김진유(MBA 96)
김진형(경영 98)
김진호(경영 90)
김창수 교수
김태곤

김태균(경영 79)
김태성(경영 89)

김태옥(AMP 22기)
김태정(경영 90)

김태환(MBA 07)
김태환(경영 05)
김필순(경제 66)
김하운(경제 74)

김학윤(MBA 16)
김한준(경영 97)
김혁주(응통 81)
김 현(경제 95)

김형배(상학 66)
김혜일(경영 00)
김호석(응통 87)
김희은(경영 99)
노성희(경영 84)
노유진(경영 08)
노진미(경영 02)
도헌수(경영 86)
라현주(경영 85)
류승권(경영 85)
문관형(경영 70)
문인수(경영 84)

문채형(MBA 02)
민충식(경영 71)

박경준(MBA 09)
박기웅(상학 60)

박기채(MBA 73)
박미경(경영 98)
박민희(경영 00)
박병욱(상학 66)

박병채(MBA 05)

박삼복(AMP 38기)
박상진(AMP 43기)
박성배(경영 92)
박성조(경영 90)

박순배(AMP 31기)
박아영(경영 05)
박용근(경영 90)

박유라(경영 98)
박인준(경영 03)
박재형(석사 13)
박정수(경영 97)
박종수(경영 86)
박지만(경영 95)
박진배 교수

박천택(경영 86)
박혜성(경영 11)
박희영(경영 87)
방기홍(경영 96)
배병찬(경영 92)

배영표(AMP 53기)
배운환(경영 88)
배환모(경영 86)
백기범 직원

백승원(경영 92)
백종필(경제 87)

변기섭(MBA 06)
변상호(경영 91)
서가영(석사 13)
서경훈(경영 94)
서민규(경영 82)

서병휘(MBA 13)
서태정(경영 90)
석희병(경영 94)

선우대롱(경영 81)
성연문(생물 82)
성용훈(경영 00)
성원엽(경영 97)
손상국(경영 94)
손영삼(경영 89)

손영준(MBA 04)
송갑호(MBA 95)
송인걸(경영 85)
송재용

송종헌(MBA 03)
송태연(경영 59)
송하장(경영 83)

신봉철(AMP 59기)
신상인(MBA 87)
신숙정(MBA 05)
신승엽(MBA 06)
신승일(경영 93)
신승철(경영 90)
신승훈(경제 95)
신승훈(상학 65)
신의순 교수

신재승(경영 05)
신종식(경영 70)
신중호(경영 97)

심충섭(식품공학 84)
안상규(생물 01)
안상철(경제 87)
안정국(수학 89)

안종윤(AMP 53기)
안태석(경영 99)
양희준(경영 97)
엄상용(경영 87)
연청흠(경영 86)
연치상(경영 98)
염기현(경영 75)
오동규(경영 01)

오원석(경영 91)
오일선

오정인(경영 92)
오종진(경영 91)
우덕기(경영 76)

우영제(MBA 03)

원제철(AMP 47기)
위진오(경영 86)
유병삼 교수

유정근(MBA 78)
유종욱(경영 97)
유준범(경영 04)
유초영(불문 83)
유형종(경영 80)
유홍서(경영 98)
윤대희 교수

윤동일(경영 98)
윤무영(경영 89)
윤문식 직원

윤성업(경제 88)

윤안식(AMP 78기)
윤여천(경영 85)
윤왕호 직원

윤창범(경영 91)

윤형석(글로벌행정 09)
윤희목(경영 00)
이강휘(경영 05)

이광열(경제대학원 88)
이규택(경영 72)
이근식

이근호 직원

이기석(MBA 05)
이기성(경영 73)

이대표(MBA 16)
이도경(경영 03)
이도신(경영 92)
이명우(상학 67)

이법표(MBA 16)

이병극(AMP 39기)
이복한(경영 92)
이상규(경영 72)
이상도(경영 87)
이상진(응통 94)
이석연(경영 87)
이수빈(경영 93)
이수진(경영 98)

이신호(MBA 05)
이영수(경영 72)
이영신(경영 87)
이영호(경영 97)
이용구(경제 80)
이용재(응통 84)
이원섭(경영 84)
이은호(경영 05)
이장원(석사 07)

이장화(MBA 07)
이종보(MBA 86)
이종윤(경영 88)

이준근(MBA 05)
이진범(경제 94)
이진원(경영 85)
이찬형(경영 69)
이창주(경영 87)

이태우(경영 10)
이학렬(경영 72)

이해원(MBA 05)
이현로(경영 65)
임근구(경영 86)
임병훈(경영 86)
임복순(경영 75)
임소연(경영 98)
임수진(경영 92)
임양록(경영 91)
임용순(법학 85)
임인순(경영 83)
임종건

장경득(AMP 66기)
장석조(경영 85)
장순국(경영 83)
장영현(경영 90)

장유호(MBA 89)
장지수(응통 86)
장현수(경제 84)
전용환(경영 06)
전철희(경영 86)
정기성(경제 05)

최영준(상학 64)
최일명(경영 96)
최재범(경영 90)

10구좌

한상현(경영 88)

경정수(AMP 78기)

추연욱(경영 93)
한영일(경제 66)
한 유(상학 60)
한인철 교수

한충섭(경영 88)
한현주(석사 05)

허과현(MBA 76)
허용석(경영 76)
허인철(경영 79)
허찬회(경영 83)

홍경희(MBA 06)
홍득기(경영 87)
홍석주(경영 85)

홍재호(MBA 70)
홍창희(경영 86)
황석연(경영 87)
황의용(화공 81)
황준호(경영 97)

(재)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정기환(AMP 50기)

EMBA 4기 장학금수혜3인

정만원(경영 70)

MBA 87기 야간통합과정

정동학(상학 65)
정민지(경영 03)
정병수(경제 73)
정성래(경영 84)
정성원(경영 88)

정성필(AMP 78기)
정성호(경영 91)
정세연(경제 86)
정수원(경영 70)

정연성(식생활 80)
정연중(경영 97)
정영동(경영 84)

정영주(AMP 50기)
정영한(경영 87)
정영호(응통 91)
정우택(경제 59)
정정호(경제 67)
정주아(경영 03)
정주용(경제 70)

MBA 52기

YSB A/S 특강 참가자
경영 60학번 동기회
상경대학 동창회
연경산우회

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대우가스보일러

동양종합금융증권
명화네트

아이엑스엘
천호식품

한림마린서비스
한림티앤씨

한화투자증권

26구좌

조성연(MBA 06)
조성우

조성출(경영 91)
조영욱(경영 87)

조정환(MBA 16)
진선근(경영 92)
진용균(경영 69)
차현덕(경영 69)

채성수(MBA 13)
최거헌(경영 97)

김준도(MBA 14)
25구좌

AMP 총동창회
20구좌

이성문(경영 77)
16구좌

이홍기(AMP 47기)

최광룡(AMP 52기)

15구좌

최병우(경영 61)

·자녀 하상수

최금화(MBA 08)
최병해(경영 94)

김규명(경영 75)

하태석(AMP 63기)

·자녀 변준성, 변준영
손영식(AMP 17기)
·부인 이순자

·자녀 손대협, 손정옥, 손주연
우덕기(경영 76)

윤대인(MBA 14)

김윤성(MBA 15)

·부인 구수진

남윤성(MBA 15)

·자녀 윤서영, 윤승민, 윤형민

·부인 김윤희

·자녀 남현식, 남아식
박영렬 교수

·부인 이민숙

·자녀 박신욱, 박기동
·부모 박근효, 오영순

·처부모 이해경, 안옥경
·숙부 박근태(사학 73)

·지도교수 Jean-Francois Hennart

이경록(MBA 14)
·부인 손나리

·자녀 이원재, 이민재
이주섭(AMP 66기)
·자녀 이기열

장덕흠(AMP 71기)
장 명(경제 67)

최상기(MBA 15)

박형건(경영 80)

4구좌

송승철(경영 76)

김두열(AMP 65기)

설도원(박사 04)

강승렬(경영 83)

양동훈(박사 01)

김상희(MBA 09)

이동우(MBA 15)

김윤회(AMP 59기)

·부인 고은숙

·자녀 이로사, 이채라
이병남(경영 82)

정찬규(AMP 77기)
·부인 심혜영

·자녀 정준희, 정수인
·다솜인터내셔널
조웅기(경영 85)

·부인 김영미

·자녀 김태현, 김태우
김재일(MBA 13)
·부인 원진순

·자녀 김반디(식품영양 99)
·사위 연승환(경영 99)
김주환(MBA 13)
박상용(석사 11)

·부모 박윤순, 한현자
·매 박지영

9구좌

이서영(MBA 14)

·부인 조선례

조길용(AMP 13기)
조석준(MBA 08)

구학서(경제 66)

코스닥라인

정택진(경영 81)
정희철(경영 85)

고종태(AMP 77기)

8구좌

케이에스엠

박영인(경영 72)

변희경(MBA 14)

강병천(경영 77)

케이디파워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정찬구(MBA 01)

김대열(경영 75)

손영근(AMP 73기)
·부인 문미희

권오국(AMP 65기)
·자녀 권기훈

현창수(AMP 49기)

·자녀 손세웅, 손세준
이종달(경영 69)
익 명(경영 93)

정성택(AMP 67기)

·부인 백경옥

3구좌

6구좌

김상연(AMP 77기)

김상기(경영 69)

김창수(경영 81)

이정익(AMP 22기)
·부인 윤영자

김종근(경영 69)

김창권(AMP 77기)
백우석(경영 71)

·자녀 이준규, 이윤정, 이진경 송성호(AMP 77기)
·사위 김영석

안택수(상학 60)

5구좌

·사위 차창훈(정외 85)

·자녀 안소은(체교 92)

고재희(AMP 64기)
·부인 정부선

·자녀 고다혜, 고승환
구대회(경영 99)
·부인 김현지
·자녀 구연희

권응구(경영 65)
김상진(경영 76)

김성찬(MBA 15)
김수진(MBA 15)

이 윤(AMP 77기)
이일규(경영 59)
이재익(경영 69)
이종수(경영 69)

·부모 구달서, 이부자
권승화(경영 76)

원제철(AMP 47기)

이종화(AMP 53기)
이준영(MBA 13)

·자녀 이은경, 이현경
임주재(경영 72)

장경득(AMP 66기)
정광언(MBA 18)

·자녀 정다민, 정동규, 정동우
Yonsei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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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교수

·부인 이주연(경영 01)

곽지영(박사 04)

김두홍(경영 83)

김영준(경영 75)

김지은(AMP 78기)

남경태 학부모

박상규(경영 77)

박진호(경영 83)

셀렝게(경영 07)

심명규(경영 09)

오윤숙(박사 10)

이강원(경영 77)

이석구(경영 69)

·이모 박민숙

임부자(AMP 43기)

곽형선

김만동(경영 81)

김영찬 교수

김지홍 교수

남상만(경영 69)

박상용 교수

박창호(경영 79)

소재환(경영 70)

심상학(경영 91)

오재갑(MBA 05)

이경선(경영 02)

이석진(경영 76)

·부 정창현

차승훈(경영 82)

차재권(MBA 13)

·자녀 차지희, 차지민
최순규 교수

·부인 함영미
·자녀 최성민

최호식(MBA 06)

·부모 최영열, 권기연
한상덕(경영 69)
2구좌

강의철(경영 02)

·부인 김경진(경영 05)
강일송(AMP 78기)
구호림(경영 82)
·자녀 구주형
김광수 직원
김동훈 교수

·자녀 김희선

김명환(MBA 84)

김병우(AMP 77기)
김봉숙(MBA 14)

임봉희(AMP 52기)
·남편 박종인
임수빈 교수

쟈니덤플링(응통 86)
정기범(MBA 13)

김승우(MBA 96)
김임환(MBA 13)
·자녀 김태은

김제성(MBA 86)

김제세(AMP 78기)
김주한(AMP 78기)
김화중(경영 76)

박인호(MBA 89)
백기범 직원

백성욱(경영 76)
·부인 김은숙

백창현(경영 85)
송상철(경영 92)
안강현 교수

엄석종(MBA 14)
·자녀 엄태경

오태환(MBA 69)
유상호(경영 78)
유희동(상학 64)

·부인 김동숙(상학 64)
윤정호(경영 69)

이강남(MBA 12)

·부인 최지선(심리 84)
이덕연(AMP 78기)
이두원(경영 83)
이승순(석사 06)
·부인 진보영

이장화(MBA 07)

이재선(AMP 68기)
이재용(경영 83)
이재진(경영 13)
·모 최영희

이준환(경영 11)
이철형(경영 01)

권경환(경영 69)
권국주(경영 64)

·부인 문희

권성문(경영 81)

정연택(경영 88)
정정인 직원

·자녀 최지혜
정종진 교수

정현호(경영 78)
차재호(경영 74)

최 은(AMP 54기)
최선미 교수

·남편 김상근

최예지(경영 09)
·부 최윤건

한승기(AMP 66기)
황사용(MBA 13)

강영철(경영 92)

·모 정성여

구현모(경영 11)

정수원(경영 70)

김세호(석사 04)
김수연(박사 13)

구본창(경영 71)

·부인 송경주(의류환경 93) 권구혁 교수

1구좌

·부인 신혜선(석사 07)

구대환(AMP 59기)

·부인 김수원(식품영양 90) 구재상(경영 83)

·남편 소환순

김성원(MBA 02)

곽한결(경영 05)

감덕식(경영 92)
강 원(경영 82)

강다원(경영 11)
강동훈(경영 83)
강모정(경영 07)
강봉섭(경영 62)
강상욱(경영 89)
강석진(경영 06)

강석희(MBA 14)
강성룡(경영 71)
강성암(경영 80)
강세영(경영 71)
강세종(경영 87)
강승수(경영 91)
강승완(경영 88)
강윤구(경영 88)
강윤석(경영 83)
강정일(상학 62)

강춘원(AMP 78기)
강태욱(경영 83)
강호찬(경영 95)
강효원(경영 13)
경규학 교수

경영대학 국제협력실
고길석(경영 73)
고민정(박사 08)
고병헌(경영 64)
고양중(경영 02)
고연기(경영 93)
고은봉(경영 66)
고은선 직원

고인홍(MBA 12)
고일상(경영 80)

고제인(AMP 78기)
고진훈(경영 82)
고현진(경영 04)
곽대웅(경영 83)
곽주영 교수

Yonsei School of Business

권기찬(MBA 99)
권승희(경영 70)
권재석(상학 66)

권지훈(AMP 78기)
권혁무(상학 63)
금정호(경영 84)
금중갑(상학 65)
기대웅(경영 91)
김 황(석사 04)
김 현(경영 73)
김 훈(경영 84)

김건수(경영 85)
김건하(경영 82)
김경구(경영 92)

김경순(AMP 77기)
김경완(경영 93)
김경찬(박사 94)
김경창(경영 83)
김경하(경영 02)
김경현(경영 12)
김경희(경영 04)
김관호(경영 78)

김광수(MBA 13)
김광오(경영 83)
김광우(경영 73)
김규복(경영 09)
김근수(경영 79)
김기민(경영 85)
김기원(경영 67)
김기준 직원

김기한(경영 78)
김길수(경영 79)

김길주(MBA 13)
김남권(경영 76)
김내영(경영 65)
김대균(경영 87)
김대희(경영 76)
김덕산(경영 02)
김덕수(경영 84)
김도성(경영 75)
김도연(박사 06)

김도연(경영 14)
김동배(경영 73)
김동석(경영 78)
김동성(경영 79)
김동수(경제 55)

김동욱(MBA 11)
김동진(경영 80)
김동진(경영 83)
김동현(경영 05)
김동훈(경영 73)
김동희(경제 52)
김동희(상학 56)
김두헌(경영 10)

김록형(경영 08)
김만수(경영 77)
김명규(경영 85)
김명준(경영 63)
김명철(경영 80)

김명한(MBA 01)
김민석(경영 74)
김민정(경영 09)
김민지(경영 04)
김범준(경영 12)

김병근(MBA 06)
김병묵(경영 88)
김병배(경영 70)
김병순(경영 70)
김상곤(상학 64)
김상돈(경영 83)
김상운(경영 86)
김상준 교수

김상진(AMP 78기)
김상헌(경영 82)
김상호(경영 87)
김석현(경영 91)

김선숙(MBA 06)
김선애(경제 07)
김선주(경영 03)
김선현(경영 80)

김성기(MBA 87)
김성래(경영 86)
김성문 교수

김성민(경영 87)
김성수(상학 55)
김성욱(경영 75)
김성운(경영 69)

김성은(MBA 06)
김성은(MBA 74)
김성천(경영 95)
김성택(경영 78)
김성호(경영 87)
김세래(경영 00)
김세영(경영 66)
김세윤(경영 14)
김세진(경영 74)
김세환(경영 77)
김수길(경영 74)
김수연(박사 13)

김수정(MBA 11)
김수호(MBA 11)
김순규(상학 64)

김숭진(MBA 95)

김승제(AMP 50기)
김승필(AMP 77기)
김승현 교수

김승환(경영 88)
김승훈(경영 93)
김신영(박사 12)
김연봉(경영 88)

김연의(MBA 15)
김영민(MBA 96)

김영민(석박통합 12)
김영범(경영 84)
김영수(경영 70)
김영익(경영 10)
김영일(경영 59)

김영진(경영 75)
김영천(AMP 78기)
김영태(경영 96)
김영현(경영 78)

김영호(AMP 60기)
김용구(경영 64)
김용록(경영 63)
김용배(경영 85)
김용선(경영 77)

김용수(MBA 03)

김용운(AMP 78기)
김용원(경영 81)
김용정(상학 63)
김우성 직원

김웅한(경영 81)
김유승(경영 96)
김유진(경영 09)
김윤희(경영 91)
김율리(경영 93)

김은경(MBA 14)
김은우(경영 06)

김은주(AMP 73기)
김의경 직원

김익찬(경영 72)
김인구(경영 70)
김인숙 직원

김인오(경영 64)

김일수(MBA 14)
김일우(경영 04)
김일운(경영 69)

김일윤(MBA 11)

김장호(AMP 48기)
김재관(경영 63)
김재국 학부모

김재요(경영 80)
김재호(경영 82)
김점표(경영 85)
김정국(경영 83)
김정근(경영 94)
김정기(경영 04)
김정동 교수

김정림(영어영문 83)
김정완(경영 63)
김정주

김정화(경영 92)

김제박(AMP 78기)
김종길(경영 73)
김종배(경영 80)
김종서(경영 07)
김종신(경영 82)

김종오(MBA 72)

김주완(AMP 49기)
김주현(경영 69)
김준석 교수

김준원(AMP 78기)
김준원(경영 93)
김준하(경영 99)
김중성(경영 63)
김지동(경영 01)

김지수(MBA 09)
김지안(MBA 13)
김지영(박사 11)
김지원(경영 93)

김지현 교수

김진구(AMP 73기)
김진규(MBA 13)
김진성(경영 75)
김진우 교수

김진원(경영 93)
김진태(상학 59)

김진해(AMP 77기)
김진호(경영 69)
김진호(경영 83)
김진호(경영 90)
김진홍(경영 79)
김찬귀(경영 77)
김찬석(경영 09)
김창도(박사 99)
김창성(상학 64)
김창현(경영 91)
김채전(경영 70)
김철원(경영 87)

김철희(AMP 76기)
김충한(AMP 28기)
김치걸(경영 73)

김태균(MBA 79)
김태동(경영 88)
김태성(경영 89)
김태성(경제 11)

김태승(MBA 10)
김태영(경영 10)
김태정(경영 77)
김태조(상학 61)
김태준(경영 10)
김태준(경제 05)
김태현 교수

김태환(상학 52)
김필수(경영 05)
김학렬(경제 70)
김학수(경영 71)
김학수(상학 56)
김학진 교수

김해룡(경영 89)
김현국(경영 07)
김현정 직원

김현중(경영 91)
김형국(경영 77)
김형기(경영 92)
김형욱(경영 65)

김형중(MBA 14)
김형찬(경영 94)
김호용(경영 63)
김홍기(경영 75)

김홍석(MBA 06)
김홍식(경영 65)
김효중(경영 69)

김효진(박사 13)

김흥진(AMP 48기)
김희동(경영 03)

김희명(MBA 13)
나성준(경제 08)
나우석(석사 00)
나우주(응통 82)
나원주(경영 08)
나원찬(경영 77)
나원태(경영 11)

남명우(경영 90)
남상민(경영 92)

남상직(MBA 12)
남상호(경제 08)
남성은(경영 06)
남 윤(경영 10)

남인봉(경영 86)

남진호(MBA 95)
노병용(경영 69)

노석진(MBA 12)

노성수(AMP 73기)
노의열(경영 69)
노장호(상학 52)
노재명(경영 76)
노재용(경영 96)
노전표(경영 78)
노현탁 교수

도헌수(경영 86)

류근선(MBA 11)
류성무(경영 92)
류승권(경영 85)
류재영(경영 90)

류춘길(MBA 15)
류하영(경영 15)
리은경(경영 09)

문경신(MBA 09)
문병선(경영 86)
문석진(경영 74)

문승동(MBA 90)
문승석(경영 88)
문종일

문종진(경영 75)
민경춘(경영 72)
민동준 학부모

민병운(MBA 13)
민성환(경영 06)
민순홍 교수

민영우(상학 64)
민지홍(경영 82)
민충식(경영 71)
민치성(석사 99)
민현주(석사 10)
박경민 교수

박경준(MBA 09)
박광국(경영 73)
박광서(박사 09)
박광우(경영 84)
박광춘(경영 84)
박규홍(경영 83)

박기범(석박통합 14)
박기완(경영 76)
박기현(경영 94)
박길우(경영 90)
박노승(경영 75)
박대순(경영 78)
박대준(경영 86)
박명규(경영 79)

박문희(AMP 78기)
박미순 학부모

박민규(경제 90)
박범구(경영 68)
박병욱(상학 66)
박보미(경영 07)

박상언(MBA 09)
박상욱(경영 91)
박상원(경영 88)
박상은(경영 89)

박상진(AMP 43기)
박상현(경영 82)
박선배(경영 73)
박선영(경영 04)
박선주 교수

박설우(석박통합 12)
박성래(경제 77)
박성배(경영 92)
박성수(경영 04)
박성오(경영 75)
박성조(경영 90)
박성호(경영 88)
박세범 교수
박세열 교수

박세웅(석사 98)
박수빈(경영 09)
박수진(경영 03)

박순배(AMP 31기)
박승안(경영 84)
박승철(경영 92)
박연우(경영 13)

박영남(MBA 11)
박영암(경영 80)
박영웅(경영 87)
박영진(경영 69)
박용근(경영 90)
박용석 교수

박용준(경영 75)
박용평 직원

박원규(경영 67)
박원희(경영 66)
박은경(경영 00)
박재관(경영 90)
박재균(경영 97)
박재영(경영 99)
박재한(경영 06)
박재현(경영 10)
박정민(경영 93)
박정서(경영 82)
박정언(경영 12)
박정현(경영 12)
박정훈(경영 91)
박종구(경영 79)
박종목(경영 75)
박종성(경영 85)

박종수(AMP 52기)
박종천(경영 78)

박종환(MBA 80)
박종희(경영 74)

박주경(MBA 15)

박주규(AMP 72기)
박주언(경영 96)
박준범(경영 02)
박준석(경영 92)

박준영(AMP 78기)
박준현 직원

박중길(경영 83)

박지숙(문헌정보 83)
박지웅(경영 11)

박창언(경영 75)
박천서(경영 70)
박태근(경영 81)
박태원(경영 69)
박태원(경영 84)
박헌준 교수

박현훈(MBA 13)
박형민(경영 05)
박형준(경영 79)
박혜영(경영 75)

박홍득(AMP 61기)
박흥서(MBA 84)
박흥세(체교 83)
박희영(경영 87)
박희춘(경영 79)
방기석(경제 78)
방동환(경영 01)
방현준(경영 05)
배규태(경영 83)

배상현(MBA 99)
배성주 교수

배종회(경영 68)

배준현(컴퓨터공학 04)
배호원(경영 70)
백민철(경영 09)
백봉학(상학 65)
백상진(경영 69)
백영철 학부모

백유진-김호준 부부(석박통합 12)
백인규(경영 87)

백종한(AMP 72기)
변기섭(MBA 06)
변영훈(경영 88)

변윤상(MBA 11)
변정수(상학 64)

변주열(AMP 71기)
변준영(경영 88)
변진호(경영 83)
변 탁(MBA 84)

서경배(경영 81)
서동우(경영 91)
서동욱(경영 71)
서묘정(경영 15)
서백영(경영 93)
서상욱(경영 90)
서신덕(경영 60)
서영환(경영 69)
서요원(경영 64)
서윤지(경영 07)

서정락(MBA 03)
서정민(MBA 13)

서종호(AMP 78기)
서진석(경영 84)
서창우(경영 78)
서치원(경영 11)
서현택(경영 88)
석명기(경영 89)

선동지(MBA 14)

선우영석(경영 63)
설진영(경영 82)
성낙성(경영 65)
성정은(경영 04)
성지호 학부모

소원영(MBA 06)
손민선(석사 01)
손성규 교수

손영준(MBA 04)
손용민(박사 95)
손재열 교수

손정민(박사 01)
손중배(경영 78)
손진영(경영 07)
손채문(경영 10)
송기홍(경영 84)
송문호(경영 69)
송보미(경영 02)
송석진(경영 79)
송성용(경영 78)
송용완(경영 79)
송윤미(경영 02)
송윤아(박사 05)
송인걸(경영 85)
송인수(경영 83)
송 자 교수

송재혁(경영 03)
송정선(경영 89)
송정우(경영 91)
송주현(경영 05)

송진헌(MBA 11)
송창훈(교육 07)
송태연(경영 59)
송한은(경영 75)
송훈희(경영 07)

신동관(AMP 42기)
신동기(경영 79)
신동민(경영 14)
신동성(경영 69)
신동엽 교수

신명구(AMP 76기)
신무범(경영 63)

신무현(AMP 51기)
신문영(상학 67)

신민영(MBA 11)
신성호(경영 79)
신세영 직원

신수용(경영 79)
신승철(경영 90)
신승훈(상학 65)
신 완(상학 63)

신용화 학부모

신원준(경영 87)
신재승(경영 05)
신재헌(경영 03)
신종식(경영 70)
신중호(경영 97)
신진영 교수

신태용(MBA 08)
신택수(경영 88)
신해용(경영 69)

신현수(MBA 13)
신호철(MBA 14)
신흥식(경영 69)
신희호(경영 77)

심광일(AMP 53기)
심규현(AMP 78기)
심동욱(경영 80)

심상준(경영 73)
심상형(MBA 97)
심승재(MBA 06)

심용석(AMP 76기)
심재혁(상학 65)
심중섭(경영 61)

심충섭(식품공학 84)
심태섭(경영 79)
심태호(경영 92)

심후성(AMP 78기)
안관석(경영 67)

안광원(AMP 18기)
안교림(경영 83)
안다연(경영 02)
안병덕(경영 76)

안상규(MBA 08)
안선모(경영 69)
안승환(경영 86)
안영빈(경제 97)
안우철(경영 99)
안재현(경영 99)
안정태(경영 83)
안종만(응통 67)
안종섭(경영 03)
안종원(경영 67)
안종현(경영 75)
안지현 직원

안창일(경영 87)

안치용(MBA 14)
양대섭(경영 69)
양덕우(경영 00)
양승운(경영 03)

양승학(MBA 00)
양인규(경영 76)
양재담(경영 76)
양정미 교수

양태운(MBA 77)
양혁승 교수

양홍규(경영 83)
엄기출(경영 93)
엄달현(경영 71)
엄수진(경영 04)
엄재원(경영 87)
엄태진 직원

엄태호(경영 87)

엄태희(MBA 14)
연강흠 교수

염규현(경영 02)
염승섭(경영 83)
오광성(경영 71)
오기호(경영 83)
오동익(경영 83)
오명철 학부모

오무경(경영 83)

오세규(MBA 11)
오세조 교수
오세철 교수

오승원(경영 83)
오승준(경영 03)
오영석(경영 94)
오영식(경영 77)
오원정(박사 00)
오유정(경영 07)

오 위(석사 14)

오재영(경영 82)
오종곡(상학 63)
오종진(경영 91)
오종현(경영 85)
오치훈(경영 94)
옥지웅(석사 07)

왕선정(MBA 09)
우승현(경영 14)

원석재(AMP 70기)
원성우(MBA 14)
원종구(MBA 95)

원종철(AMP 47기)
위진오(경영 86)
유금영(경영 58)
유민석(경영 07)
유병문(경영 90)
유인상(경영 88)
유재영(경영 05)
유재준(경영 06)
유재호(경영 76)
유준범(경영 04)
유지홍(경영 69)
유창조(경영 77)
유하일(경영 69)
유해성(경영 78)
유현규(경영 66)
유형석(경영 14)
유홍덕(경영 68)
유희윤(경영 84)
육근만(경영 73)
육창환(경영 09)
윤강훈(경영 84)
윤경식(경영 77)
윤기연(경영 86)
윤기중 교수
윤남희 직원
윤대희 교수

윤만호(경영 74)
윤미숙(석사 06)
윤보현(경영 75)

윤상근(MBA 03)
윤상우(경영 80)
윤서희(경영 06)
윤석영(경영 83)
윤석원(경영 82)
윤석진(경영 87)
윤성일(경영 76)
윤세준 교수

윤여철(경영 72)
윤영수(경영 82)
윤영주 직원

윤장용(경영 88)
윤재성(경영 75)
윤종만(경영 74)
윤종철(경영 87)
윤태순(경영 69)
윤형근(경영 85)
은승완(경영 12)
이가림(박사 10)
이강만(경영 74)
이강석(경영 85)
이강섭(경영 83)

이 결(상학 61)

이석근(경영 76)

이경하(경영 78)

이선우(경영 15)

이경호(경영 73)

이선효(경영 76)

이경훈(상학 63)

이성재(MBA 06)

이경희(경영 03)

이성재(경영 93)

이광우(경영 70)

이성훈(경영 79)

이광주(경영 67)

이세훈(경영 83)

이광철 학부모

이수연(경영 72)

이광호(경영 61)

이승렬(경영 69)

이국현(경영 89)

이승배(MBA 15)

이규홍(경영 85)

이승연(박사 03)

이규화(경영 94)

이승은(경영 10)

이근호 직원

이승일(상학 64)

이기주(경영 71)

이승준(AMP 78기)

이기환(경영 02)

이승철(경영 85)

이길우(경영 02)

이승하(경영 76)

이길우(경영 83)

이승현(경영 81)

이길호(경영 83)

이승훈(경영 03)

이나경(MBA 14)

이승훈(경영 96)

이대영(경영 13)

이시배(경영 79)

이대형(경영 98)

이연호 교수

이도신(경영 92)

이영근(경영 82)

이동욱(경영 83)

이영면(경영 80)

이동원(경영 88)

이영민(경영 05)

이동원(경영 90)

이영신(경영 87)

이동주(MBA 13)

이영준(경영 04)

이동진 교수

이영태(경영 76)

이동헌(경영 64)

이영한(경영 91)

이동현(경영 90)

이영호(경영 97)

이동호(경영 86)

이용복(경영 75)

이두형(MBA 14)

이용석(경영 98)

이득영(경영 77)
이루리(박사 13)

이용우(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04)

이만영(AMP 15기)
이명섭(경영 75)
이명수(경영 69)
이명우(상학 67)
이무원 교수

故 이문규 교수

이미연(MBA 14)
이미영 직원

이미지(경영 12)
이민복(경영 87)
이민상(경영 68)

이범교(MBA 11)
이범진(경영 89)
이범탁(경영 93)
이병건(경영 89)
이병규(경영 72)
이병로(경영 97)

이병우(MBA 14)
이병휘(경영 81)
이병희(경영 86)
이상곤(경영 88)
이상국(경영 69)
이상남(경영 68)
이상도(경영 87)

이상목(MBA 79)
이상목(경영 88)

이상무(MBA 07)
이상철(경영 87)
이상현(경영 81)
이상현(상학 67)

이우열(경영 76)
이우찬(상학 64)
이웅장(박사 14)
이웅희(경영 83)
이원규(경영 75)
이원규(경영 79)
이원근(경영 73)

이원석(MBA 04)
이원섭(경영 84)
이원창

이유승(경영 77)

이윤길(MBA 82)
이윤수(경영 14)
이은정 직원

이은철(박사 01)
이의석(경영 05)

이의숙(AMP 33기)
이인기(경영 14)
이장열(경영 68)
이장희(경영 59)
이재규(경영 84)
이재능(경영 76)
이재모(경영 84)
이재석(경영 86)
이재영 교수

이재은(MBA 11)
이재은(박사 07)
이재익(경영 69)
이재찬(경영 79)
이재찬(상학 67)
이재철(경영 14)
Yonsei School of Business

이재호(경영 79)

임재동(경영 71)

정재영(경영 95)

채영은(경영 92)

함종욱(경영 81)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안종현(경영 75)

이정규(경영 79)

임재섭(MBA 13)

정재훈 직원

천호기 학부모

허광식(경영 83)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대상주식회사

이원규(경영 75)

이전갑(경영 66)
이정기(MBA 93)
이정수(경영 60)
이정원(경영 14)
이정조(경영 73)
이정주(경영 74)
이정환 학부모

이정훈(경영 91)
이정훈(경제 92)
이정희(경제 55)
이제훈(경영 79)
이종명(경영 86)
이종민(경영 03)
이종민(상학 63)
이종석(경영 69)
이종성(경영 77)
이주열(경영 70)
이준규(경영 02)
이준규(경영 83)

이준명(MBA 10)
이중구(상학 64)
이중우(경영 72)
이지만 교수

이지영(경영 11)
이진국(경영 76)
이진모(경영 78)

이진수(AMP 75기)
이찬형(경영 69)
이창규(경영 91)
이철규(경영 77)
이철수 직원

이철영(경영 03)
이태경(경제 88)
이태현(경영 05)

이태형(AMP 77기)
이평구(경영 73)

이하우(AMP 32기)
이학렬(경영 72)
이한선(경영 88)

이현미(MBA 13)
이현민(경영 11)
이호근 교수

이호상(경영 79)
이호영 교수
이호욱 교수

이환철(경영 95)
이희수

이희옥 학부모

이희정(경영 71)
인치정(경영 79)
임건신 교수

임경화(MBA 08)
임국원(MBA 76)
임근구(경영 86)
임달재(상학 56)

임동수(MBA 09)
임병훈(경영 86)
임세근(경영 61)
임송대(경영 86)

임숙현(MBA 13)
임용순(법학 85)
임 일 교수

임일순(경영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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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경영 82)
임재헌(경영 83)

임종만(AMP 77기)
임종환(경영 78)
임춘수(경영 81)

임훈규(AMP 78기)
장근성(MBA 90)
장금주(박사 05)
장대련 교수

장석조(경영 85)
장세화(상학 63)
장수진(경영 04)
장수현(경영 10)
장영용(경영 59)
장우철(경영 94)
장원재(경영 06)

장윤주-최금화 부부
장일동(AMP 78기)
장재선(경영 87)
장재웅(경영 05)
장진호 교수

장현준(경영 94)

장호덕(AMP 70기)
전기석(경영 74)
전명식(경영 66)
전성기(경영 85)
전수남(상학 63)
전영묵(경영 83)
전용기(생물 89)
전유훈(경영 88)
전종규(경영 69)
전준호(경영 05)
전철희(경영 86)
전혜연(경영 13)
정경수(경영 72)
정경훈(경영 09)
정구현 교수

정국중(경영 67)
정기원(박사 03)
정기호(경영 79)

정길영(MBA 12)
정대영(경영 04)
정동일 교수

정동훈(경영 88)
정두영(경영 69)
정미영 학부모

정민경(경영 10)
정민영(경영 11)

정병국(MBA 04)
정병모(경영 69)
정삼선(경영 91)
정석곤(경영 69)
정석영(경영 83)
정석준(경영 82)
정세린(경영 04)
정수원(경영 76)
정영우(상학 64)
정영한(경영 85)
정용화(경영 66)
정원식(경영 77)
정의웅(경영 63)

정이숙(신문방송 83)
정일영(경영 76)

Yonsei School of Business

정재훈(MBA 05)
정재훈

정종락(경영 68)
정주아(경영 03)
정준석(경영 70)
정진송(경영 92)
정진엽(경영 04)

정찬기(AMP 77기)
정창기(경영 89)
정창영 교수

정철원(경영 89)
정철호(상학 64)

정충시(AMP 58기)
정택진(경영 81)
정현목(경영 69)
정현용(경영 01)
정형권(경영 85)
정형연(경영 79)
정호영(경영 80)
정희전(석사 14)
조가람(경영 01)
조규석(행정 89)
조규원(경영 98)
조기환(경영 83)

조길용(AMP 13기)
조나은(경영 01)
조남준(경영 68)
조민기(경영 11)
조석일(경영 76)

조성관(MBA 06)
조성민(MBA 14)
조성우(MBA 11)
조성운(MBA 12)
조성표(경영 77)
조수경(경영 99)
조용우(경영 75)

조용진(MBA 10)
조윤경(경영 05)
조인기

조정제(경영 77)
조정현(의학 74)
조주현(경영 94)
조창호(경영 89)
조치훈(경영 09)
조필숙(경영 00)
조한진(경영 05)
조희곤(경영 09)
주인기 교수

주재진(경영 81)

주정태(MBA 08)
주진철(경영 86)
지민호(경영 81)
지상돈(경영 78)
지상현(경영 00)
지신상(경영 75)
진성백(경영 92)
진수황(경영 11)
진용균(경영 69)
진형보(경영 80)
차기섭 직원

차태섭(AMP 73기)
채규칠(AMP 78기)
채묵호(경영 79)

채영호(AMP 13기)
최경희(경영 62)

최광식(MBA 00)
최국주(경영 90)
최규설(경영 79)
최근호(경영 08)
최다혜(경영 08)
최동석(경제 87)
최 민(경영 80)

최민수(경영 83)
최병일 학부모

최보윤(경영 08)
최봉림(경영 01)

최석종(MBA 14)
최석훈(경영 05)
최성호(석사 12)

최영무(AMP 69기)
최영상(경제 77)
최영준(상학 64)
최 웅(경영 65)
최인실 직원

최인우(MBA 02)
최재관(MBA 15)
최재범(경영 90)
최정윤(아동 85)
최정혜 교수

최종학(경영 76)

최준혁(MBA 06)
최지선(MBA 11)

최현정-황아랍선 부부(경영 03)
최형석(경영 92)
최홍준(경영 11)
최흥식(경영 71)
최희규(경영 83)

추경호(AMP 78기)
추승문(경영 76)
탁연택(상과 42)

편무현(MBA 13)

표미선(AMP 78기)
하덕팔(MBA 89)

하상수(AMP 78기)
하연찬(경영 77)

하찬호(MBA 04)
한국현(경영 69)

한만경(MBA 05)
한미경 직원

한봉수(경영 79)
한상신(경영 61)
한상진(경영 83)

함창용(경영 71)
허기태(MBA 89)
허석균(경영 79)

5천만 원 이상

허용석(경영 76)

전상표(AMP 42기)

허소길(경영 69)
허우린(경영 11)
허인철(경영 79)
허재성(경영 77)
허정석(경영 88)
허 진(경영 90)

허찬회(경영 83)

홍득기(경영 87)
홍복기 교수

홍사영(상학 63)
홍성식(경영 09)
홍성찬 교수

홍수진(경영 86)

홍순엽(MBA 00)
홍순준(경영 02)
홍승재(경영 79)
홍영건(경영 66)
홍유빈(경영 07)
홍윤지(경영 10)
홍종국(경영 77)

홍지은(MBA 11)
홍태호(경영 81)

황병주(AMP 22기)
황석연(경영 87)

황성경(MBA 14)
황성호(경영 83)

황원근(MBA 13)
황유경(경영 14)
황윤성(석사 14)

황은미(MBA 02)

故 황일청(상학 50)
황재광(MBA 01)
황재훈(경영 81)
황정수 직원

황정원(MBA 01)
황한택(경영 67)
황화숙(상학 63)

Jin Zhenshun 학부모
Kenneth Hansen
(주)신디

한영재(경영 73)

연경장학회

심장식(경영 73)

한정호(경영 03)

1억 원 이상

한정희(경영 83)

김정수(경영 69)

한종수(경영 80)
한종엽(경영 92)
한창균(경영 79)
한창직(경영 75)
한태식(경영 61)

AMP 69기

MBA 총동창회

선등문화장학재단

고은봉(경영 66)

5억 원 이상

한정훈(경영 06)

AMP 68기

홍덕표(경영 77)

홍기석(경영 79)

한승진(경영 03)
한우림(경영 14)

조종환(경영 83)

1천만 원 이상

장학기금

한신규(경영 83)

구재상(경영 83)

현상재(경영 00)

한상현(경영 88)

한세웅(MBA 11)

이랜드월드

김영진(경영 75)
이두원(상학 58)
최희규(경영 83)
AMP 67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Dept of veterans affairs

강호찬(경영 97)
고한수(경영 70)
구본걸(경영 76)

권오국(AMP 65기)
김경배(경영 83)

김낙찬(AMP 67기)
김성찬(석사 98)

김영호(AMP 52기)
김용운(AMP 16기)
김창수(경영 81)
김학수(경영 71)
라제훈(경영 69)
서창우(경영 78)
손석우(경영 83)
송승철(경영 76)
신용한(경영 88)
안용찬(경영 77)
오광성(경영 71)
이경미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정장학회
라인플러스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성주재단
시몬느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엑스엘코리아
에스비에스아이
오리온

우리은행

웅진씽크빅
이마트

일진전기
장금상선

천일서암장학재단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패션그룹형지

포스코경영연구소
하이드로젠파워
하이마트

한국산업은행

이정익(AMP 22기)

박재돈(AMP 53기)

전찬민(경영 86)
정용화(경영 66)
조우제(경영 94)
조재우(경영 86)
한영재(경영 73)
한태식(경영 61)

황병주(AMP 22기)
AMP 53기
AMP 54기
AMP 55기
AMP 56기
AMP 57기

AMP 골프회
EMBA 3기
EMBA 4기

MBA 87대 원우회

경영 83학번 동기회
경영 86학번 동기회

박천택(경영 86)
송 자 교수

신현한 교수

유기성(경영 06)

이종화(AMP 53기)

CJ 제일제당
GS건설
LG전자

송산 조두홍·조시영장학회
연세경영연구회

Class Gift 2011

신한카드

학부

외환캐피탈

고양중(경영 02)

ING생명보험
외환선물

외환펀드서비스
티켓몬스터

하나SK카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지주
하나다올신탁

하나다올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아이앤에스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

삼일회계법인
5백만 원 이상
메이지대학교

5백만 원 미만

이종은(경영 87)

강지윤(경영 06)
권오승(경영 03)
김 균(경영 04)

김동욱(경영 03)
김득훈(경영 07)
김맑음(경영 05)
김민지(경영 04)
김민지(경영 04)
김범준(경영 02)
김수범(경영 04)
김수정(경영 06)
김영익(경영 03)
김영준(경영 05)
김용석(경영 06)
김욱렬(경영 03)
김윤진(경영 06)
김은용(경영 04)
김은우(경영 06)
김인애(경영 04)
김일우(경영 04)
김재혁(경영 03)
김진우(경영 06)
김철웅(경영 03)
김택균(경영 03)
김현선(경영 05)
김형규(경영 04)
노우성(경영 03)

1천만 원 이상

AMP 72기

노키아

AMP 71기
AMP 총동창회

MBA 78대 원우회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함께일하는재단

최순규 교수

5백만 원 이상
한국얀센

홍모.수민장학회

5백만 원 미만

하나은행

이영호(경영 97)

China Daily Asia Pacific Limited
한국외환은행

김병배(경영 70)

CJ CGV

ISSU

성용훈(경영 00)

AMP 70기

AMP 52기

재연덕수상고

한우리장학재단

AMP 75기 2반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민경실(경영 06)

5백만 원 미만

(주)노루홀딩스

5백만 원 미만

이진홍(AMP 86기)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AMP 63기

AMP 61기

1억 원 이상

김경휘(경영 83)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지신상(경영 75)

현대증권

한일재단

연합인포맥스

경영학과재무분야
발전기금

정태한(경영 75)

회계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장홍선(경영 58)

전용환(경영 06)

한국수출입은행

이두철(AMP 38기)
이재익(경영 69)

염기현(경영 75)

김대균(경영 87)

박영렬 교수
트루윈

한국쓰리엠

김보성(경영 97)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김유승(경영 96)

5백만 원 미만

도원식(경영 06)

손지웅(경영 05)

김용헌(경영 02)
노근현(AMP 61기)
민순홍 교수

김태환(경영 05)
동부문화재단

민윤홍(경영 02)
박경홍(경영 03)
박래현(경영 03)
박승환(경영 04)
박영진(경영 01)
박정민(경영 06)
박진수(경영 06)
박현식(경영 05)
박혜민(경영 07)
백영민(경영 04)
서유호(경영 03)

심요한(경영 04)

옥지웅(석사 07)

박경준

이이진

김우아(경영 07)

왕태영(경영 04)

윤영수(박사 03)

박상언

이재민

김정명(경영 03)

양우현(경영 04)
우영균(경영 04)
유원석(경영 07)
유정민(경영 04)
유진무(경영 04)
이강석(경영 07)
이민형(경영 03)
이영준(경영 04)
이유안(경영 05)
이의철(경영 05)
이종원(경영 05)
이지수(경영 05)
이지혜(경영 06)
이한솔(경영 03)
이호원(경영 03)
이홍열(경영 03)

송수길(경영 07)
송연화(경영 06)
송재혁(경영 03)
송현석(경영 03)
심규환(경영 05)

이재성(석사 09)
이정환(석사 08)
이청열(석사 09)
임명서(박사 08)
장운욱(박사 05)
정슬기(석사 08)
정승원(석사 09)
조경엽(박사 01)
채연주(박사 04)
황미진(박사 05)
황용희(박사 04)

강민정

임동섭(경영 04)
임승혁(경영 04)
임영롱(경영 04)
임현정(경영 04)
장수한(경영 06)
장재헌(경영 03)
장한나(경영 05)
정다운(경영 03)
정상용(경영 05)
정선오(경영 05)
정지수(경영 05)
조경호(경영 03)
조성제(경영 05)
주선경(경영 03)
진두환(경영 04)
진시몬(경영 07)
차문수(경영 01)
차우석(경영 04)
차은경(경영 06)
최성욱(경영 05)
최수희(경영 06)
최 신(경영 02)

최영우(경영 02)
최지은(경영 05)
최혜림(경영 07)
하재성(경영 03)
하진규(경영 04)
한재웅(경영 04)
현예슬(경영 06)
홍세화(경영 07)
홍유빈(경영 07)
황칠상(경영 02)

구현정(석사 09)

송권영(경영 04)

이은곤(박사 05)

이힘찬(경영 04)

이훈성(경영 04)

서진영(경영 03)
손정균(경영 05)

이아현(석사 09)

MBA 09

석박사

손인석(경영 03)

이기현(박사 07)

이황신(경영 04)

서정화(경영 01)
서 진(경영 06)

유성훈(석사 05)

강지윤(경영 06)
김상일(박사 07)
김영대(박사 03)
김지연(석사 09)
라미령(석사 08)
리은경(석사 09)
모배권(석사 06)
박주진(석사 09)
박태훈(석사 09)

Ariunbold Gombojav
강민정
강선자
강현명
고형석
권윤선
권정민
금우현
김경훈
김규진
김기해
김기현
김기호
김나리
김남기
김대현
김도균
김동길
김미완
김민

김상윤
김선배
김선영
김선웅
김성준
김성준
김성환
김수환
김응수
김재환
김정훈
김종수
김주관
김주연
김지수
김진규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호용
남민석
문경신
문선영
문희정
민경의

박민숙
박석환
박성용
박성조
박성주
박수범
박영호
박원준
박은주
박장규
박준석
박지원
박진형
박현우
박홍식
백선행
백성현
백용해
사철기
서윤지
서재식
석상규
성대형
성백준
손호균
송경희
송호진
신민승
신봉규
신원정
신종선
신진섭
신진호
심성후
안영열
양원진
양지훈
엄명섭
오승엽
오우진
오장환
오태엽
원경연
원영웅
유수경
유영길
윤석주

이장훈

김정기(경영 04)

이정득

김준효(경영 08)

이정숙

김지은(경영 05)

이종성

김지혜(경영 06)

이진일

김태정(경영 04)

이철

김태혁(경영 04)

이태연

김현우(경영 04)

이태호

김현준(경영 05)

이형규

김형준(경영 04)

이홍준

김혜영(경영 07)

임계영

김확렬(경영 08)

임동수

남상덕(경영 03)

임선아

남윤승(경영 04)

장은정

노가영(경영 06)

장재영

노근현(경영 06)

장희영

문기성(경영 04)

정우열

박경찬(경영 06)

정의선

박기영(경영 04)

정재웅

박기홍(경영 04)

정재형

박성수(경영 04)

정재훈

박수정(경영 05)

정창현

박종필(경영 04)

정현수

박준영(경영 04)

조영상

박준호(경영 05)

조영수

박지수(경영 07)

조지연

박찬민(경영 04)

조혜련

박철오(경영 08)

진태원

박태준(경영 04)

차정희

박해수(경영 07)

최기호

박현규(경영 04)

최서룡

박현지(경영 07)

최석훈

백성희(경영 07)

최승빈

백운도(경영 03)

최우일

변정윤(경영 07)

최우제

서원교(경영 04)

탁연정

서정원(경영 05)

한경호

손소현(경영 06)

한덕연

송민지(경영 08)

한승준

송승아(경영 05)

허민회

송유경(경영 05)

허융

송인성(경영 04)

허준

송재원(경영 08)

황경곤

송정윤(경영 03)

황병필

송지섭(경영 05)

황일환

신단비(경영 08)
신정우(경영 05)

이경범

Class Gift 2012

이남진

학부

이동준

강진우(경영 04)

이경주
이동욱
이민아
이병진
이상우
이상원
이상현
이생재
이성민
이소라
이연학
이영상
이영신

강성협(경영 05)
강창희(경영 07)
고경진(경영 05)
고경환(경영 04)
곽은영(경영 05)
김경태(경영 02)
김도형(경영 05)
김동주(경영 04)
김동훈(경영 04)
김민우(경영 08)
김상일(경영 03)
김시현(경영 03)

신채은(경영 05)
심영보(경영 04)
안동산(경영 04)
안정수(경영 05)
안진아(경영 06)
양성수(경영 04)
양희완(경영 05)
염지현(경영 06)
오대하(경영 06)
오명석(경영 05)
오영환(경영 03)
용승철(경영 02)
유가영(경영 07)
유재준(경영 06)
윤석기(경영 05)
윤승인(경영 03)
윤주형(경영 04)

Yonsei School of Business

윤지현(경영 07)

김혜미(석사 10)

안병욱

김동완(경영 04)

이경원(경영 04)

송성애(석사 10)

양주윤

김동현(경영 05)

이강욱(경영 05)
이광용(경영 04)
이광희(경영 05)
이동욱(경영 04)
이 슬(경영 07)

이영선(경영 05)
이예솔(경영 07)
이원제(경영 07)
이유진(경영 05)
이재형(경영 04)
이정민(경영 07)
이정환(경영 05)
이정훈(경영 05)
이지인(경영 06)
이태현(경영 06)
이 한(경영 04)

임그린(경영 07)

김 홍(박사 08)

신현준(석사 10)
이경화(석사 10)
이길태(석사 10)
이원석(석사 10)
이철원(석사 07)
정기위(박사 08)
조효배(석사 09)
진 하(석사 10)

채수준(박사 09)
MBA 07
송주호

MBA 08
장기호

임상은(경영 07)

MBA 10

임철성(경영 04)

강민석

임상혁(경영 04)
임현민(경영 05)
장미리(경영 05)
장세경(경영 07)
장수찬(경영 07)
장은지(경영 05)
장재웅(경영 05)
장혜림(경영 08)
전미선(경영 05)
전범준(경영 02)
전웅배(경영 05)
정미홍(경영 07)
정원조(경영 03)
정자헌(경영 05)
정재욱(경영 05)
정지원(경영 05)
정진엽(경영 04)
정혜승(경영 08)
조선영(경영 07)
조성규(경영 04)
조승우(경영 08)
조용준(경영 03)
조용호(경영 07)
조 웅(경영 07)

조은지(경영 08)
조인혁(경영 08)
조항영(경영 06)
주민서(경영 04)
진수정(경영 07)
채종민(경영 04)
최보민(경영 08)
최영은(경영 07)
최유진(경영 05)
최재환(경영 03)
최지혜(경영 08)
최혜선(경영 08)
최홍석(경영 05)
허운회(경영 04)
허 준(경영 04)

현지은(경영 07)
홍성은(경영 07)
석박사

김기수(석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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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강천기
고병운
고석환
권광호
권영윤
김대철
김대헌
김동수
김상순
김성열
김성택
김성호
김수한
김영건
김영근
김용식
김용태
김은경
김인규
김재완
김정환
김종환
김진갑
김진숙
김진숙
김창근
김창형
김태승
김한준
문웅상
박석돈
박영웅

안정진
오영우
원종규
유성원
유태인
윤덕수
윤법렬
윤치영
이건학
이관우
이국성
이동우
이동훈
이민석
이수영
이슬기
이용권
이용희
이은경
이재범
이종근
이종현
이주리
이준명
이진석
임규원
임섭

장정순
전성미
정갑수
정보근
정석찬
정성락
정양오
정의헌
정재학
정한길
제희원
조용진
조인식
조태연
채희경
최동완
최인실
최준환
최현식
하인호
한기암
한인섭
홍순기
황지원

박일동

Class Gift 2013

박춘홍

학부

변현근

강수민(경영 09)

박중원
백상현
서보희
손기영
손기종
손원형
송영구

Yonsei School of Business

강미나(경영 09)
권경환(경영 05)
권대웅(경영 05)
권유경(경영 08)
김대훈(경영 04)
김동민(경영 09)

김동우(경영 04)

황인아(경영 05)
황필순(경영 04)

김미나(경영 08)

석박사

김상우(경영 05)

박상용(석사 11)

김범수(경영 05)
김상우(경영 06)
김상준(경영 04)
김성진(경영 02)
김성현(경영 04)
김유나(경영 08)
김유진(경영 09)
김준희(경영 06)
김태환(경영 04)
도영우(경영 03)
명종환(경영 05)
모 희(경영 09)

민재원(경영 08)
박극렬(경영 10)
박보미(경영 07)
박주홍(경영 06)

고옥결(석사 11)
배창현(석사 11)
서금희(석사 08)
요 범(석사 11)

유정민(박사 09)
유혜영(박사 09)
이미리(석사 10)
이종민(석사 11)
정은경(석사 11)
정현기(박사 09)
조재현(석사 11)
조정은(박사 09)
최우담(석사 11)
최종철(박사 09)
표현상(박사 09)

박현재(경영 08)

MBA 10

배인해(경영 07)

이윤희

방현준(경영 05)
배현성(경영 09)

고진배

서석완(경영 07)

MBA 11

서정윤(경영 08)

강지선

서윤지(경영 07)
송지영(경영 08)
신재승(경영 05)
신희웅(경영 05)
심정훈(경영 06)
안자인(경영 09)
양준영(경영 08)
오윤영(경영 08)
오효석(경영 08)
이강휘(경영 05)
이다미(경영 08)
이동현(경영 09)
이상정(경영 06)
이세종(경영 04)
이승연(경영 08)
이용진(경영 06)
이원우(경영 06)
이재명(경영 06)
이지혁(경영 08)
이태현(경영 05)
이형준(경영 06)
임슬기(경영 08)
임승진(경영 05)
장웅근(경영 06)
장원재(경영 06)
전수환(경영 06)
전준호(경영 05)
조예진(경영 09)
조준혁(경영 05)
조창인(경영 05)
최경희(경영 08)
최동찬(경영 06)
최미영(경영 08)
최원영(경영 08)
최주영(경영 05)
하경주(경영 06)
현진성(경영 06)
홍준기(경영 05)

강우석
계승효
고광수
권경미
김동욱
김미혜
김민선
김상연
김성원
김수

김수정
김수현
김재범
김정민

이강복

김혜연(경영 10)

채예린(경영 05)

남상직

김명열(경영 06)

이효린(경영 10)

이득흔

김희준(경영 08)

최고은(경영 10)

노현승

김민준B(경영 07)

전한솔(경영 09)

이동엽
이용서
이은행
이재은
이재현
이정호
이정환
이준혁
이지은
이지헌
이진영
이창선
이창주
이창희
이필성
이행근
이현주
이호원
이희재
임원배
장은석
정두섭
정해창
조민

조성애
조성우
주웅열
진수경
한세웅
한승우
허명진
허은숙
허정주
홍지은
황성은
황유지
황의진

김종진

Class Gift 2014

김태범

학부

김태훈

강한수(경영 06)

김준석
김태성
김현옥
나호섭
류근선
류성현
민기식
박경택
박광인
박현창
변윤상
서시연
송승룡
송진헌
신나라
신현우
안기종
오세규
유준수
윤재웅
윤현진

강 건(경영 08)
관 명(경영 09)

김나정(경영 09)
김맑음(경영 05)
김민수(경영 08)
김민정(경영 09)
김민지(경영 08)
김보귀(경영 04)
김선익(경영 06)
김수진(경영 08)
김은우(경영 06)
김종서(경영 07)
김지수(경영 09)
김지영(경영 09)
김충환(경영 07)
김태룡(경영 04)
김필수(경영 07)
김현해(경영 05)
김형상(경영 06)
김혜련(경영 08)

김혜은(경영 10)
남동경(경영 07)
남승현(경영 09)
노은영(경영 08)
마성혁(경영 08)
맹려휘(경영 09)
문호선(경영 04)
박기범(경영 08)
박수빈(경영 09)
박재민(경영 06)
박진회(경영 09)

최고운(경영 06)
최보윤(경영 08)
최승용(경영 09)
최윤석(경영 06)
최정민(경영 06)
최진우(경영 05)
하주영(경영 09)
허규범(경영 07)
홍윤기(경영 08)
홍주영(경영 08)

방승환(경영 06)

석박사

서연진(경영 09)

김자영(석사 11)

백성희(경영 07)
안경은(경영 07)
안병찬(경영 06)
양은혜(경영 08)
오명은(경영 09)
오홍석(경영 07)
유기성(경영 06)
유재은(경영 06)
윤영진(경영 06)
윤형식(경영 05)
이길훈(경영 05)
이민제(경영 06)
이서영(경영 10)
이슬기(경영 12)
이승규(경영 06)
이승환(경영 04)

강경선(석사 11)
김지연(석사 11)
나함(석사 11)

박순채(박사 05)
서근영(박사 10)
석미옥(석사 11)
양영수(박사 09)
이가림(박사 10)
이지숙(박사 08)
장 련(박사 09)
초 옥(석사 11)

최성호(석사 12)
표경민(박사 10)

Hsu Mon Yee(석사 11)
Lixia

이영실(경영 08)

MBA 08

이윤석(경영 04)

유희열

이요한(경영 10)
이은일(경영 09)
이인엽(경영 07)
이장훈(경영 07)
이정현(경영 10)

박병현

MBA 09
정지웅

이정훈(경영 07)

MBA 11

이준원(경영 07)

류건형

이준연(경영 09)
이지아(경영 09)
이혁주(경영 06)
이현주(경영 08)

김기태
유혜진
이상일

이혜진(경영 09)

MBA 12

임유나(경영 09)

고인홍

이호준(경영 05)
임준혁(경영 06)
임진우(경영 07)
임홍섭(경영 08)
장순규(경영 06)
장영진(경영 09)
전용환(경영 08)
전유진(경영 07)
전은상(경영 10)
전철호(경영 06)
정노윤(경영 08)
정유정(경영 07)
정재광(경영 07)
정종성(경영 06)
정준호(경영 06)
정현중(경영 05)
조은석(경영 07)
지인희(경영 06)
차지윤(경영 07)

강순석
고한규
구경영
권정훈
기응수

노석진
박남수
박성준
박정우
박희갑
박희열
배상헌
서정욱
심형섭
안보경
안상현
안승준
양일수
양재훈
연규선
오병성
오신영
오해영
윤창민
이강남
이상현
이상훈
이신호
이영진
이인재

이정훈A

이정훈B
이창원
이해리
이호철
임신옥
전민형
전종웅
전행옥
정기호
정민정
정재민
정진호
조성환
주민규
최종훈
최준의
최현숙
한성훈
AMP 66기
이은희

김강정

Class Gift 2015

김미영

학부

김성주

강민주(경영 08)

김낙균
김상일
김성현
김우식
김정호
김지나
김지현
김진형
김태균
김현규
김현호

강모정(경영 07)
강선유(경영 10)
강지현(경영 11)
고병수(경영 09)
곽민우(경영 05)
곽수지(경영 11)
권미정(경영 11)
권예슬(경영 10)
길은실(경영 10)
김광노(경영 07)

김민준A(경영 07)
김보라(경영 11)
김상수(경영 09)
김성훈(경영 06)
김소담(경영 10)
김소혜(경영 10)
김승현(경영 10)
김예진(경영 11)
김은애(경영 09)
김정주(경영 07)
김준연(경영 08)
김지혜(경영 08)
김현지(경영 10)
김형준(경영 09)
김홍준(경영 08)
나명하(경영 09)
노승오(경영 08)
노혁인(경영 09)
박기범(경영 07)
박시영(경영 09)
박재범(경영 07)
박주희(경영 09)
박지원(경영 11)
박현준(경영 07)
박혜나(경영 10)
백두산(경영 08)
백현우(경영 08)
서덕하(경영 07)
서석만(경영 07)
서정선(경영 08)
서하나(경영 10)
성현석(경영 06)

이효직(경영 14)

MBA 13

정샘나(경영 09)

NITCHAMAN

정민경(경영 10)
정세연(경영 10)
정지훈(경영 09)
정태우(경영 07)
조동갑(경영 06)
조상현(경영 07)
조우용(경영 08)
조택림(경영 10)
조희곤(경영 09)
지인배(경영 07)
차수정(경영 10)
차주연(경영 09)
최근호(경영 08)
최석훈(경영 06)
최예슬(경영 08)
최윤호(경영 06)
최은비(경영 10)
하솔메(경영 07)
한해성(경영 07)
함민석(경영 06)
허이슬(경영 09)
허 준(경영 08)

허준영(경영 07)
홍미진(경영 11)
홍정민(경영 10)
황동매(경영 11)
황재성(경영 07)
황준우(경영 07)
석박사

송지현(경영 09)

Liu enyu(석사 11)

신승환(경영 07)
신영호(경영 06)
안성준(경영 06)
안유정(경영 10)
안채린(경영 14)
엄민지(경영 10)
오정환(경영 07)
왕미나(경영 09)
우승현(경영 14)
원창희(경영 07)
위현복(경영 10)
유승협(경영 11)
윤새결(경영 08)
윤소정(경영 10)
이경진(경영 08)
이규원(경영 10)
이민경(경영 11)
이상보(경영 08)
이상윤(경영 08)
이소영(경영 11)
이슬비(경영 10)
이승연(경영 08)
이예준(경영 11)
이주나(경영 10)
이주옥(경영 09)
이지윤(경영 10)
이채영(경영 11)
이호선(경영 05)

정서진

전효인(경영 09)

소윤주(경영 11)
송미선(경영 09)

임병채

JINCHUNYU(석사 13)
강혜빈(석사 13)
고민정(박사 08)
권성복(석사 12)
김도연(박사 01)
김태곤(석사 12)
김현준(석사 13)
마몽설(석사 13)
박상우(석사 12)
박성준(석사 12)
배미옥(석사 11)
배영범(석사 13)
변정윤(석사 13)
유효맹(석사 11)
이성훈(석사 12)
이수희(석사 11)
임단화(석사 09)
정언태(석사 11)
정유진(석사 10)
최혜영(석사 12)
MBA 06
오윤지

MBA 11
장동준

MBA 12
문고운

Deng Shibei

THANAWAN
고지혜

황원근

엄상규(경영 11)

MBA 14

오정아(경영 10)

오수경(경영 09)

이병우

오태림(경영 09)

이상원

왕태빈(경영 09)

황현실

원지윤(경영 09)
유병수(경영 06)

권성달

Class Gift 2016

김기환

학부

김동한

ZENG YAJIE(경영 12)

권지영
김길주
김미정
김상원
김소연
김임환
김진규
김현진
박병찬
박지명
박현우
배헌

백연희
변대기
성제현
신남선
신현수
심영민
오명대
유정윤
유주리
이경임
이기환
이석호
이성규
이성훈
이숙희
이영숙
이재일
이정민
이정열
이준석
이준영
이진원
이충전
이태훈
이현미
이효진
임덕만
임숙현
임진아
장현호
정기선
정해승
조문진
조민재
조상현
지영인
채미경
채정은
한승민
한진선
함현수
홍원선

HE JINGWEI(경영 12)
강규호(경영 09)
강동호(경영 08)
강민희(경영 10)
강선아(경영 12)
강선유(경영 10)
강세희(경영 11)
강지훈(경영 09)
고인환(경영 08)
곽지은(경영 10)
구지연(경영 11)
권보경(경영 10)
권예지(경영 11)
권용민(경영 07)
권혁민(경영 09)
김강원(경영 11)
김경은(경영 10)
김나연(경영 15)
김동현(경영 10)
김동현(경영 10)
김민태(경영 08)
김선주(경영 09)
김성수(경영 12)
김송현(경영 12)
김수정(경영 11)
김승현(경영 06)
김재순(경영 09)
김지윤(경영 13)
김현영(경영 11)
김혜연(경영 11)
김혜진(경영 11)
남승희(경영 11)
문재식(경영 09)
문재신(경영 09)

윤석일(경영 11)
윤성춘(경영 10)
윤준원(경영 09)
이동명(경영 09)
이동진(경영 09)
이명원(경영 10)
이상석(경영 11)
이새봄(경영 10)
이수정(경영 10)
이승은(경영 10)
이승환(경영 08)
이영근(경영 12)
이영찬(경영 08)
이용하(경영 11)
이원지(경영 13)
이재선(경영 10)
이종호(경영 07)
이지영(경영 11)
이지현(경영 11)
이혜린(경영 10)
임수민(경영 05)
임현지(경영 00)
전형준(경영 10)
정다솔(경영 10)
정봄이(경영 09)

정수리치(경영 08)
정효원(경영 10)
조정원(경영 07)
조혜진(경영 11)
최명훈(경영 08)

최빛나리(경영 09)
최용대(경영 07)
최진영(경영 10)
추인욱(경영 08)
현재명(경영 08)
홍가람(경영 12)
홍 솔(경영 11)

홍정민(경영 08)

문찬양(경영 10)

석박사

박상기(경영 09)

GAO MIN(석사 14)

박누리(경영 10)
박세홍(경영 08)
박수아(경영 12)
박연준(경영 11)
박지윤(경영 11)
백민철(경영 09)
서다현(경영 10)
성인규(경영 11)
성진환(경영 11)
손종민(경영 07)
손채문(경영 10)
송연우(경영 10)
송혜전(경영 10)
신수연(경영 14)
신영섭(경영 07)
신재환(경영 07)
신현수(경영 11)

Baatarnyam Anujin(석사 14)
WANG ZHUYI(석사 14)
강수언(석사 13)
권계은(박사 08)
김은희(석사 03)
박광서(석사 09)
유마이(석사 13)
윤지아(박사 04)
이현서(석사 14)
장영수(석사 13)
정현정(석사 14)
MBA 13
김여진

MBA 14
강정화

Yonsei School of Business

권누리

김상아(경영 11)

이용현(경영 09)

전경미(박사 07)

최현정

박규민(경영 11)

전지연(경영 13)

김유림

김성민(경영 10)

이웅교(경영 07)

MBA 14

MBA 16

박 산(경영 10)

정소정(경영 13)

이유진(경영 11)

나정국

김경진
김윤일
김은경
김정호
김정환
김준도
김진태
노건호
류현석
문영화
박소영
서정기
선동지
손교훈
심성보
안종호
안중화
오은경
유기용
유상우
유치영
윤대인
윤용석
이미연
이병우
이영은
이원재
이윤정
이지은
이현진
이화연
정연승
최수현
최승희
최유순
MBA 15
정연태

Class Gift 2017
학부

강민우(경영 10)
강희준(경영 10)
공민경(경영 11)
구경모(경영 10)
구태회(경영 10)
권경애(경영 11)
권재현(경영 09)
기성범(경영 09)
김경순(경영 11)
김규동(경영 11)
김도은(경영 12)
김도훈(경영 10)
김동심(경영 09)
김동희(경영 10)
김리헌(경영 10)
김민석(경영 11)
김범준(경영 12)
김병욱(경영 10)
김보민(경영 12)
김본주(경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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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경영 10)
김소명(경영 10)
김솔이(경영 11)
김수연(경영 12)
김영석(경영 10)
김윤지(경영 12)
김윤하(경영 13)
김재민(경영 09)
김재우(경영 09)
김재현(경영 10)
김재현(경영 12)
김정연(경영 11)
김정우(경영 08)
김종선(경영 11)
김준태(경영 09)
김지상(경영 09)
김지수(경영 12)
김진우(경영 09)
김해연(경영 10)
나성균(경영 09)
남병주(경영 09)
남 윤(경영 10)

남천우(경영 11)
문선정(경영 12)
문영석(경영 10)
문지화(경영 13)
민성실(경영 10)
박노헌(경영 10)
박성연(경영 12)
박수익(경영 10)
박윤진(경영 12)
박재철(경영 10)
박재현(경영 10)
박정아(경영 12)
박지영(경영 11)
박태용(경영 09)
서예린(경영 11)
손누리(경영 13)
송유정(경영 12)
송창섭(경영 09)
신은정(경영 10)
양상용(경영 11)
양희민(경영 10)
여환준(경영 10)
오경은(경영 13)
유승원(경영 10)
윤근영(경영 10)
윤여홍(경영 11)
윤준우(경영 11)
윤태완(경영 10)
윤한나(경영 13)
윤형석(경영 10)
이기찬(경영 10)

이우창(경영 10)
이유나(경영 12)
이윤희(경영 13)

Class Gift 2018

이종석

학부

이지윤(경영 10)

MBA 15

강보경(경영 11)

이한재(경영 07)

Kaitlyn Carroll

이정빈(경영 10)
이준환(경영 11)
이지성(경영 09)
이창우(경영 10)
이현승(경영 10)
이현직(경영 10)
이형민(경영 10)
이혜미(경영 12)
임수현(경영 13)
임승현(경영 10)
임정윤(경영 12)
장서우(경영 10)
장성원(경영 10)
장시원(경영 12)
장태익(경영 10)
전지훈(경영 09)
전치형(경영 08)
전형만(경영 11)
정구훈(경영 08)
정대영(경영 10)
정민영(경영 11)
정현재(경영 08)
정혜림(경영 11)
정혜진(경영 10)
조만식(경영 09)
조성혁(경영 13)
조영상(경영 12)
조예림(경영 13)
조은비(경영 11)
조은지(경영 12)
지재훈(경영 11)
진호재(경영 11)
최석원(경영 13)
최승국(경영 09)
최윤영(경영 12)
최재혁(경영 10)
최정윤(경영 13)
한동엽(경영 10)
한송이(경영 11)
한정화(경영 12)
한진욱(경영 10)
허원준(경영 11)
현동석(경영 11)
홍세민(경영 12)
홍이연(경영 11)
석박사

이상민(경영 09)

Pham Thi Minh

이상호(경영 09)
이선경(경영 10)
이선민(경영 12)
이세진(경영 11)
이소정(경영 12)
이수현(경영 12)
이승현(경영 13)

Yonsei School of Business

유정민

이석우

윤지영

이은정(경영 11)

이도연(경영 09)
이민호(경영 13)

김일남

Ei Kay Zin Soe(석사 14)
Xuan(석사 14)

Pu Hongjin(석사 14)
김문정(박사 11)
김승현(석사 14)
박설우(박사 12)
박지혜(박사 05)
배창현(박사 13)

이명배

Abhinandan Saini
Tariq Almadani
고진국
김무전
김도연
김수진
김용호
김우석
김윤성
김은정
김철수
김태경
남기준
노승미
류지현
류춘길
박기성
박명수
박선아
박선영
배은주
배준영
백상천
백재완
상지현
서봉균
서종원
신보미
신창화
양종헌
유은정
윤한일
윤혜준
이경훈
이누리
이동우
이상무
이승배
이언석
이원준
이진호
이현정
이형석
전명훈
전호진
정연태
정한호
조상열
조윤주
주민영
차정원
최상기
최은정

강다은(경영 13)
강수경(경영 13)
강은지(경영 12)
강진서(경영 13)
강해인(경영 12)
강호남(경영 11)
강효원(경영 13)
고재량(경영 12)
고현지(경영 13)
곡미나(경영 13)
곽기연(경영 11)
권기석(경영 10)
권시진(경영 11)
권현진(경영 12)
김경수(경영 11)
김규복(경영 09)
김도경(경영 10)
김성중(경영 11)
김송현(경영 11)
김수빈(경영 10)
김수빈(경영 12)
김영민(경영 09)
김영익(경영 10)
김영호(경영 13)
김예찬(경영 13)
김용주(경영 09)
김우현(경영 11)
김은중(경영 11)
김의태(경영 08)
김일수(경영 09)
김정은(경영 12)
김지윤(경영 13)
김지은(경영 12)
김찬석(경영 09)
김찬우(경영 12)
김찬욱(경영 11)
김찬주(경영 10)
김태남(경영 12)
김태석(경영 11)
김태한(경영 14)
김태헌(경영 11)
김현아(경영 13)
김현영(경영 11)
김현지(경영 13)
김효권(경영 11)
김희연(경영 12)
나아영(경영 11)
남덕호(경영 10)
남이현(경영 10)
남지윤(경영 11)
류지희(경영 11)
모채윤(경영 13)
민경성(경영 13)
민세정(경영 11)
박광우(경영 10)

박노삼(경영 14)
박연희(경영 11)
박예림(경영 13)
박정언(경영 12)
박정현(경영 12)
박주영(경영 12)
박준영(경영 11)
박진성(경영 93)
박진효(경영 09)
방준혁(경영 11)
배장환(경영 11)
서영주(경영 12)
서지호(경영 10)
서치원(경영 11)
서현기(경영 14)
선우근(경영 09)
소정아(경영 10)
손민주(경영 12)
신규종(경영 11)
신재민(경영 11)
신재현(경영 08)
신중익(경영 11)
심효정(경영 11)
양승우(경영 10)
오관영(경영 10)
오아라(경영 13)
오유미(경영 12)
오형록(경영 12)
우상범(경영 13)
유선엽(경영 11)
유소정(경영 12)
유재욱(경영 11)
유찬형(경영 10)
윤성운(경영 12)
윤재혁(경영 09)
원용주(경영 12)
이가영(경영 11)
이건찬(경영 10)

정상현(경영 09)
정용위(경영 10)
정우성(경영 11)
정우성(경영 11)

신창화

정진희(경영 13)
정혜민(경영 13)
정희소(경영 13)

이신건(경영 11)
이우리(경영 12)
이유리(경영 12)
이의주(경영 13)
이정한(경영 11)
이정희(경영 12)
이준호(경영 11)
이진겸(경영 10)
이태근(경영 11)
이태로(경영 10)
이현우(경영 10)
이호용(경영 11)
이효진(경영 13)
임경훈(경영 00)
임현규(경영 11)
장유진(경영 13)
장현호(경영 12)
전승훈(경영 09)
전재훈(경영 12)

배기동
이혜인
조재상

조민수(경영 10)

MBA 16

조소나(경영 10)

Baudisch Christian

조성현(경영 11)
조원찬(경영 11)
조지훈(경영 11)
최건호(경영 10)
최근형(경영 10)
최다운(경영 13)
최아영(경영 12)
최예원(경영 13)
최원준(경영 09)
최정현(경영 09)
최준수(경영 11)
최지수(경영 13)
최진원(경영 10)
최 혁(경영 11)

하제영(경영 10)
하현열(경영 11)
한석호(경영 10)
한영진(경영 13)
한호훈(경영 08)
허대웅(경영 11)
허운해(경영 12)
허지향(경영 13)
홍성무(경영 12)
황인표(경영 14)
황찬우(경영 09)

LI LANHUA(석사 16)

이승헌(경영 09)

도승모

정재욱(경영 10)

정재연(경영 12)

이미지(경영 12)
이상훈(경영 12)

MBA 12
MBA 15

석박사

이상구(경영 14)

김가람

정원석(경영 12)

이동근(경영 10)
이동욱(경영 11)

MBA 11

HUILING LIU(석사 16)
RUAN JINGJING(석사 14)
SHI WEI(석박사 석사)
ZHANG LI(석사 14)

ZHULEIMING(석사 13)
김 남(석사 14)

김성진(석사 15)
김한묵(석사 85)
노그림(박사 16)
신종현(석사 15)
심현지(석사 15)
원재묵(석사 15)
유 평(석사 15)

윤정경(석사 16)
이강원(바갓 13)
이광용(석사 12)
이미나(석사 15)

Agrawal Nidhi Sanjay
Neal Melinda Courtney
Pham Trang

Purtova Mariia

Temsangchutti
Monaphat
강문경
강진규
강진원
고영화
고재현
고지운
고혁준
곽상엽
김경필
김길아
김낙호
김대연
김도섭
김도형
김도형
김민규
김병주
김상진
김성용
김수린

박영각

김기동(경영 12)

손일호(경영 12)

주현진(경영 10)

강병무

원범식

박종화

김도연(경영 14)

송진우(경영 09)

최대한(경영 11)

강원

윤병익

박운열
서완주
서용성
신서현
신장섭
안성태
양정희
엄인우
오세욱
왕현정
우상기
유다은
유형선
이대표
이동훈
이명승
이석우
이예리
이종경
이주열
이지원
임승미
장경운
장일

정수진
정유경
조원경
조재성
조종한
진소연
최경진
최경호
최현성
홍반디
홍정의
황세진

김수아

Class Gift 2019

김신성

학부

김유택

HE ZHUO(경영 15)

김승옥
김영현
김종순
김태영
김해철
김현준
나진호
나하나
노수연
문호승
민천기
박기현
박상형
박성진
박세호

CHEN XINGRU(경영 15)
NAM YI(경영 15)

SIN TATYANA(경영 15)

WANGXIAOYU(경영 18)
XU SHIYI(경영 15)

ZHAO YIQING(경영 15)
강미래(경영 13)
구민선(경영 12)
권오윤(경영 11)
권유경(경영 08)
권준성(경영 10)
권지은(경영 11)
김경민(경영 13)
김경현(경영 12)

김대경(경영 13)
김동영(경영 11)
김동욱(경영 12)
김동휘(경영 13)
김명규(경영 11)
김문갑(경영 09)
김문호(경영 13)
김민규(경영 11)
김민지(경영 13)
김보경(경영 14)
김보연(경영 15)
김세열(경영 12)
김소연(경영 13)
김시훤(경영 14)
김영선(경영 12)
김예림(경영 13)
김용진(경영 14)
김윤선(경영 13)
김윤정(경영 13)
김은비(경영 13)
김이진(경영 14)
김재우(경영 13)
김재희(경영 12)
김종목(경영 13)
김지성(경영 12)
김지수(경영 09)
김지수(경영 15)
김지해(경영 14)
김지현(경영 15)
김채영(경영 13)
김태윤(경영 11)
김혜민(경영 13)
김홍욱(경영 08)
김훈(경영 09)

나성진(경영 11)

남궁유경(경영 13)
남종윤(경영 14)
노경연(경영 13)
마지창(경영 10)
문재우(경영 10)
문진수(경영 12)
박권일(경영 15)
박다원(경영 14)
박소진(경영 11)
박장원(경영 11)
박재호(경영 12)
박지혜(경영 13)
박지혜(경영 15)
박현주(경영 13)
배태희(경영 09)
변지애(경영 12)
복두순(경영 12)
서인경(경영 13)
서호영(경영 10)
성낙현(경영 12)
손국현(경영 14)

손주호(경영 12)
송현호(경영 11)
신수연(경영 14)
신순우(경영 11)
심무곤(경영 12)
안소형(경영 12)
안채린(경영 14)
안혜림(경영 13)
양은빈(경영 11)
염재민(경영 10)
오세진(경영 14)
오정배(경영 15)

차지영(경영 10)
최소영(경영 13)
최재원(경영 10)
최현석(경영 11)
하상우(경영 12)
하요한(경영 11)
한권희(경영 13)
한우림(경영 14)
한재정(경영 13)
황인제(경영 14)
황주희(경영 11)

유명광(경영 09)

석박사

윤동현(경영 12)

Kang Yong Joo(박사 14)

육유정(경영 15)
윤용식(경영 10)
이경영(경영 12)
이나윤(경영 14)
이다영(경영 14)

이다현(경영 13)
이동원(경영 12)
이동원(경영 12)
이상규(경영 13)
이승민(경영 14)
이승하(경영 13)
이예진(경영 11)
이예진(경영 14)
이유진(경영 14)
이재승(경영 12)
이재용(경영 11)
이재웅(경영 11)
이정준(경영 11)
이종현(경영 10)
이중원(경영 11)
이진수(경영 10)
이현종(경영 11)
이혜리(경영 13)
이홍재(경영 11)
임지우(경영 12)
장도련(경영 14)
장서영(경영 14)
장신영(경영 12)
정민수(경영 11)
정재광(경영 07)
정주호(경영 12)

CUILAN(석사 16)

LI XIAOBI(석사 17)

PIAO CHUNHE(석사 16)

QUAN YONGFU(석사 16)
강민조(박사 12)
강지원(석사 17)
고서진(박사 13)
김계한(석사 17)
김수연(박사 13)
김지연(박사 14)
김형진(석사 17)
김효진(박사 13)
박도준(박사 14)
박재철(석사 17)
보예(석사 16)

신바벨(석사 17)
양이(박사 13)
왕결(석사 17)

왕려상(석사 17)
왕초함(석사 16)
유재오(석사 16)
이루리(박사 13)
이연주(석사 14)
이영신(석사 16)
이영준(박사 15)
이윤지(석사 15)
장승순(석사 16)
정장환(석사 17)

정재광(석사 15)
한경철(석사 17)

정준우(경영 11)

MBA 16

정한은(경영 14)

윤유진

정태륜(경영 13)
정희석(경영 12)
조영훈(경영 12)

LEEJEFFREYJ
홍성배

조예린(경영 14)

MBA 17

조혜인(경영 14)

LEE Monigue Dami

조현흠(경영 15)
조효종(경영 12)
주용창(경영 10)
주해인(경영 12)

BUDININGTYAS Tri

MAUNG Nang Aekari Thet
MOH Carolina
NANG

강승민

유영태

공석일

윤상철

공수진

윤새별

권정화

윤성일

김경민

윤영진

김도연

윤주석

김로이

이경아

김명옥

이광운

김민기

이근중

김보람

이꽃별

김성경

이도경

김성집

이민아

김성훈

이선호

김수영

이원기

김유신

이원준

김유진

이유리

김윤아

이주한

김윤진

이지환

김은홍

이진호

김정한

이향로

김종보

임지혜

김창조

장선호

김한신

장우석

김형균

장재혁

남웅건

장형진

맹지혜

전민구

모지환

전정호

문경환

전준범

문봉현

정경숙

문정인

정명철

민보경

정재훈

박규태

정진오

박성훈

정하진

박종섭

정호범

박진익

조미진

박천진

조성훈

박형민

조정민

방승환

조종행

배경록

차두휘

배성민

채희영

서경종

최은지

서창균

최지영

서창환

최지영

손연호

최지은

송수빈

최태혁

송승환

하보헌

신건호

한기승

신세현

한상범

신진식

황선빈

신희원
양승섭

MBA 18

양승화

김진희

양창수
엄태상
오연주
오홍서

이신영(석사 16)
이은철(박사 14)
이홍민(석사 15)
홍연우(석사 15)

※ 연세경영 기금 약정자 명단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2018학년도)까지 경영대학 기금에 약정해 주신 개인, 단체 및 기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부금 통합 시스템 등록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이름 불명확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기부인 경우 단체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료 문의 Tel. 02-2123-5455 E-mail. ysb-edo@yonsei.ac.kr

Yonsei School of Business

69

YSB 2018 Annual Report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예우 내역
독수리

백양

청송

무악

진리

자유

예우 내역(기부금 누적액 기준)

120만 원
캠페인

2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소식지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감사 카드

센테니얼 월 기부자 이름 각인

Donor Wall 기부자 이름 각인

Ｏ

Ｏ

기념품(독수리 액자)

Ｏ

Ｏ

기여 공간 기부자 명패 부착
총장실 내방 기탁식 및
총장 명의 감사패 증정

Ｏ

Ｏ

Ｏ

Ｏ

Ｏ

Ｏ

연세 달력

Ｏ

Ｏ

무료 주차 제공

1년

5년

도서관 이용(도서 열람 및 대출)
학비 감면
(배우자 포함)
건강 검진
(세브란스 체크업 :
서울역)

진료비 감면
(세브란스)
진료 편의
(세브란스)

부속 교육기관
본교 소속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1회

Ｏ

20%

30%

Ｏ

20%

30%

총 진료비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10년
30%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50%

100%

50%

100%

무료 검진권 1매 무료 검진권 2매 무료 검진권 4매 무료 검진권 8매

10%
(본인 5년)

20%
(본인 5년,
배우자 3년)

무료 검진권
1매 평생
(매 2년마다)

100%
(본인 평생,
배우자 10년)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20%

제공

30%

무료 검진권
2매 평생
(매년마다)

50%
(본인 및
배우자 10년)

제공

무통장 입금, 신용 카드, 자동 이체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Ｏ

30%

30%

VIP 라운지

입금 방법

Ｏ
무기한

연간 감액
1천만 원 한도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Ｏ

무기한

연간 감액
5백만 원 한도

세제 혜택

Ｏ

무기한

연간 감액
5백만 원 한도

우선 진료

Ｏ

Ｏ

감면 한도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위 예우 내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 문의

Ｏ

계속

세브란스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배우자 포함)

납부 방법

Ｏ

50%

연세경영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의 귀한 뜻을 받들어 최고의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거듭 발전하는 연세경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감액
총 기부액의
2% 한도
제공

100%
(직계 자녀 포함)

일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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