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ANNUAL REPORT

2016 연세경영 연차보고서

MESSAGE FROM THE DEAN

CONTENTS
01

Message from the Dean

04

Yonsei Spirit & Philosophy

03

06
20

32
34
36
38

40
42
45
47
48
49
50
60

YSB Vision & Mission

연세경영이
미래 경영교육 100년 비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Special Theme

Start-up Oriented: From Creative Ideas to Great Entrepreneurs

Global Perspective: Broaden Opportunities Beyond Boundaries
YSB People
이종화 동문
하태석 동문
이영수 동문
김병훈 학생
YSB Index 2016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연세경영 논문게재 실적

교수진 수상 및 각계 활동
교수진

2016 기금 모금 현황

2016 기금 약정자 명단

기금 누적 약정자 명단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YONSEI
C R E AT I V E L E A D E R S H I P

SCHOOL OF BUSINESS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경영학 교육·연구로 100여 년간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자리해 온 연세경영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창업’과 ‘글로벌’ 중심의 창의적인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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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Vision & Mission

Yonsei Spirit & Philosophy
Special Theme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Annual Report는 1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활동과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입니다. 연세경영은 2011년부터 한국 대학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대학의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연세경영의 성과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 Annual Report에는 ‘혁신적 창업교육’과 ‘글로벌’을 Special Theme으로

Start-up Oriented: From Creative Ideas
to Great
Entrepreneurs
다루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연세 경영인의 모습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으며, 연구
역량을 보여 Beyond
주는 다양한
자료와 연세경영 발전의 동력인 기부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Global Perspective: Broaden Opportunities
Boundaries

YSB People
이종화 동문
하태석 동문
이영수 동문
김병훈 학생
YSB Index 2016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연세경영 논문게재 실적

교수진 수상 및 각계 활동
교수진

2016 기금 모금 현황

2016 기금 약정자 명단

기금 누적 약정자 명단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잠깐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연세경영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래 경영교육 100년 비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창업은 전 세계 경영교육의 주요 화두입니다. 연세경영은 100년 전

YSB VISION & MISSION

더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연세경영

YSB 비전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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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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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 경영학 연구의 첫발을 내디뎠듯이, 새로운 100년의 시작점에서 혁신적 창업교육의

Creativity

닻을 올렸습니다. 선도적으로 창업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대학과의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연세경영 창업 에코 시스템’ 구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연세경영 교육에서

글로벌의 시작은 1998년 국내 최초 영어로 강의하는 풀타임 글로벌 MBA라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속의 연세경영으로 인식될 만큼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세 경영인이 세계 각지로 나아가 배우고 있고, 연세경영 속에서 세계를 접할
수 있을 만큼 세계인들이 찾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연세경영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대학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이 하나되어 더 크고 더 넓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7년 4월

Creative
Leadership

YONSEI
C R E AT I V E
Integrity

LEADERSHIP

Global
Perspective

SCHOOL OF BUSINESS
21세기 연세경영의 교육 미션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CLC, Creative Leadership Curri-

엄영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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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경영학
교육·연구로
100여
년간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culum)을
도입하여
창의성(Creativity),
윤리성(Integrity),
글로벌
시각(Global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자리해
온 연세경영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Perspective)
세 가지이제
핵심가치
함양을
추구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창업’과 ‘글로벌’ 중심의 창의적인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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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Vision & Mission

Yonsei Spirit & Philosophy

연세 건학정신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Special Theme

Start-up Oriented: From Creative Ideas to Great Entrepreneurs

Global Perspective: Broaden Opportunities Beyond Boundaries
YSB People
이종화 동문
하태석 동문
이영수 동문
김병훈 학생
YSB Index 2016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연세경영 논문게재 실적

교수진 수상 및 각계 활동
교수진

2016 기금 모금 현황

2016 기금 약정자 명단

기금 누적 약정자 명단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연세 이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입니다.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합니다. 우리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힘껏 발휘하겠습니다.

YONSEI
C R E AT I V E L E A D E R S H I P

SCHOOL OF BUSINESS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경영학 교육·연구로 100여 년간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자리해 온 연세경영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창업’과 ‘글로벌’ 중심의 창의적인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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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A R T- U P ⸺

SPECIAL THEME
⸺ S TA R T- U P ⸺

From Creative
Ideas to Great
Entrepreneurs
S TA R T- U P

오늘의 대학은 새로운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연세경영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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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Leadership

YSB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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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S TA R T- U P ⸺

Start-up
Oriented
창업교육을 위한 해외대학 협력 ⸻

⸻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 커리큘럼 4개 영역

1⸺ Opportunity & Ideation
2⸺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Venture
3⸺ Entrepreneurship & Social Venture
4⸺ Innovation Management

창업육성 공간

1⸺ 스타트업 아뜨리움 입주동아리 ⸺ 팀플래닛, E-bul(이불), PIQOB(피콥), 지음, 트래블리 ⸺
2⸺ 디자인 가라지(Design Garage) ⸺ 국내 경영대학 중 최초의 시제품 제작랩

34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 커리큘럼 교과목 수

08

Creative Leadership

5

개 ⸻ 2016학년도 창업관련 신규 개설 교과목 수

5 17
개팀 ⸺

명

개

YSB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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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S TA R T- U P ⸺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창업교육’으로
미래를 선도합니다
2016 창업관련 신규 개설 교과목
1⸺창업 101 :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하여

2⸺창업 305 : 창조성
3⸺창업 401 :

창업기업 컨설팅 uCAN

4⸺창업 402 :

소셜벤처 프로그램 uSEE

5⸺비즈니스모델 :

디지털 스타트업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연세 경영대학은 ‘도전과 창조’의 연세정신을 실현하고자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선정
하였고, 창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 에코 시

스템 구축을 위한 창업 커리큘럼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
과 창업관련 경영학 과목뿐 아니라 이공계열의 관련 과목이

교차 적용된 창업 커리큘럼을 완성하여 경영학 창업심화 전

공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심화 전공제도 도입은 지난
2년 여간 선도적으로 창업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 온 핀란드

알토 대학교와 스페인 에사데 경영대학 등 해외 유수대학과
의 교류협력을 확장해 온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은 ▲ Opportunity & Ideation,

▲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Venture,
▲

Entrepreneurship & Social Venture,

▲

Innovation

Management 네 개의 영역, 총 3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창업심화 전공을 인정받으려면 경영학 전공과 부전공
요건을 갖추고, 각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을 수강, 총 12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대학 주관 창업경진대회
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창업동아리 등의 비교과 활동에 적

SPECIAL THEME
⸺ S TA R T- U P ⸺

창업 전공과목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2016학년도 창업관련 신규 개설 교과목으로 다음의 다섯
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1. 창업 101 :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하여

이 수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세미나 형태의 창업실무와 다양한 글로벌 창업사례
를 주제로 한 창업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트리플래
닛 김형수 대표, 스위즐 이인영 대표 등 글로벌 청년창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였고, 르호봇 글로벌사업본부 김현정 차
장과 랜던 밀러 과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외국인들의 국내창
업 현황을 전함으로써 한국청년의 글로벌 창업사례와 외국

인의 국내창업 현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4개 팀이 식사 네트워킹, 생활용품, 문화 플랫
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
하였고 이 중 2개 팀이 SK 청년비상 창업동아리로 선발되어

경영대학과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멘토링

을 받으며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창업
을 미래의 진로로 생각하고 수강하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첫 단계 씨앗을 뿌리는 목표를 뛰어넘어 완성도 높
은 사업계획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016학번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요건 충족시 졸업증서에 ‘전공 : 경영학 창업심화’가 표
기될 예정입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의 커리큘럼(4개 영역 / 34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창업을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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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창업심화 전공 커리큘럼

창업101 :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하여

New Product Management Seminar

창조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창업 305 : 창조성

프로젝트 관리

혁신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서비스디자인

창업 201 : 캠퍼스 CEO

하이테크 제품 마케팅

창업 208 : 린스타트업

창업 103 : 21C 기술경영

창업 304 : X-Design

신기술투자 포럼

Making(3D Printing)

3 4
Opportunity
& Ideation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Venture

Entrepreneurship
& Social Venture

Innovation
Management

벤처창업론

사회적 기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 디지털 스타트업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기업성장 및 혁신전략

창업 303 : 창업하기

창업 204 : 현대사회생활과 지식재산의 보호

창업 402 : 소셜벤처 프로젝트 uSEE

창업 104 : 테크노리더십

경영협상론

창업 203 : 기술전략

창업 401 : 창업기업 컨설팅 uCAN

창업 205 : 하이테크제품 마케팅

벤처 현장실습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창업 102 : 기업과 기업가정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혁신

창업 202 : 쫄지마 창업스쿨

10

Creative Leadership

Entrepreneurship Finance
Marketing for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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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305 : 창조성

4. 창업 402 : 소셜벤처 프로젝트 uSEE

EMBA(Executive MBA) : Action Learning

(8,000Kwh/일)하는 (주)한라산바이오를 인수합병을 통해

치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본적인 강의와 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지식 함양과

학원 과목에서도 심층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EMBA

를 생산함으로써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모색하는 친환경기

2016-2학기 처음 개설된 이 수업은 수강생 선발 면접을 거

불어 사회 각계의 크리에이터들의 특강과 필드 스터디를 통
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상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고의 확장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
다. 이 수업에는 평소 직접 만나기 어려운 배병우 작가, 김유

곤 PD, 니키 리 아티스트 등 창조적 리더들의 참여로 학생들
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종발표회에서 총 6개 팀의 학생들
이 지역노인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창의교육 플랫폼, 장애우

를 위한 여행정보 및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독자가 책과

명

공간 공유 플랫폼 ‘남는 책상’ 프로젝트, 결혼 토탈솔루션

‘온다’, 심리상담 플랫폼 ‘와!新상담’, 농촌 직거래 플랫폼 ‘주
렁주렁’, 컵홀더 광고 플랫폼 ‘지음’ 등 총 5개 팀이 사업계획

을 최종발표하였고, 수업이지만 발표 아이템으로 실제 사업
을 구상하는 학생도 있을 만큼 진지한 연구와 피드백이 이
루어졌습니다.

션, 음성인식 기반의 스피치 코칭 서비스 등 새롭고 창의적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활용 가능

3. 창업 401 : uCAN -창업기업컨설팅

이 수업은 학생들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연계하여 각각의 기

업이 요청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수업입니다. 최종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중국인 관
광객과 맛집, 카페 등 한국의 가맹점을 연결해 주는 스타트
업 ‘TNDN’을 위해 ‘월드에이스’사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

였고, 게임회사들에 특화된 서버기능을 클라우드 API 형태
로 제공하는 ‘AFI’에 새로운 과금모델을 제안, 반도체 공정

기술업체인 ‘I TECH U’에 중국 진출방안을 제시, 화장품 회
사 ‘April Skin’에 미국 진출을 위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

략을 제안하는 등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
해 보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2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5. 비즈니스 모델 : 디지털 스타트업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인 아이디어를 발표하였습니다.

153

이 수업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과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 통근·통학 시간을 활용한 활자 컨텐

츠 리딩 솔루션, 위로문구를 나누는 감성 공유 애플리케이

2016학년도 창업 커리큘럼
수강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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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Leadership

이 과목은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창의적 비즈니스 기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수강 학생들은 디
지털 산업에서 활약 중인 리더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들으면
서 얻게 된 풍부한 정보를 팀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새로운

연세 경영대학의 창업교육은 학부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대
2년차 학생들은 경영자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EMBA에서 학습한 것들을 결합시켜 현실문제를 직접 발굴
하고 학습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는

설립하였습니다. (주)한라산바이오는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2016 친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EMBA 3기에서는 뮤지컬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신춘수

액션 러닝(AL, Action Learning) 수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문과 투자운용사 설립 프로젝트를 했던 김윤회, 진종언 동

으로 5-6명 정도의 소그룹 단위로 팀을 구성한 후 학생들이

하는 투자전문기업, 에스앤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두 팀

이 수업은 마치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작품전과 유사한 것
서로를 통해 배우고 함께 학습함으로써 영구학습(Perma-

nent learning)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AL이 지향하
는 바는 특정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법보다는 문제해결 과
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자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에

는 연세경영의 교수진 7-8명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

생들의 문제해결을 돕지만 이들의 역할은 프로세스 촉진자
(facilitator)에 그치고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당사자는

문 등 두 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국내외 뮤지컬에 투자

은 AL 수업을 통해 공동으로 자료조사, 시장분석을 마친 후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실행하였고, 다수의 뮤지컬 제작과 투

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중개업, 자산운용, 금융 비
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뮤지컬
배우와 스텝, 연출진의 에이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주)아티스
트앤피플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MBA 4기 황사용 동문 외 7명의 팀원은 AL 수업에서

바로 학생들 자신입니다.

도출한 과제를 (주)크레노리(CreNORI) 창업으로 이어갔습

에도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등 다양한 전

문제해결 기량의 습득, 학생들 개인과제의 선정 및 발표, 동급

는 활동정보를 분석하여 창의력을 평가하는 앱을 개발했습

비스 ‘돌봐줄개’,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인공지능형 챗봇 서

다. AL II(2학점)는 AL I에서 설정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이 수업에 경영대학 학생들 외

공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반려동물 위탁 돌보미 서
비스 ‘김인턴’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습니다. 학생

들은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기존의 수업방식을 뛰어넘어
실전 비즈니스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는 경험을 얻게 되
었습니다.

AL I(1학점) 준비 단계에서는 AL의 기본개념 이해하기,

생들의 특성과 과제 이해하기, 조편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

과정입니다. AL II는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지식과 재능,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연륜, 축적한 인간관계들을 모두 집대
성하여 발산하는 일종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제

니다. (주)크레노리는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는 동안 수집되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
스와 차별되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입니다.

이외에도 EMBA의 AL 수업과정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EMBA 2기 정연태 동문 외 3명은 수업의 주제였던

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며,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시선으

와 폐음식물을 이용하여 메탄가스를 만들고 발전에너지화

Action Learning
특정 문제에 대한 해법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구학습
(Permanent learning)
능력을 키우는 EMBA 프로그램

개체를 통해 전 세계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

이어진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창

M&A를 직접 실현하여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개

니다. 인종, 국가, 성별,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 ‘게임’이라는 매

수행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돕
고, 놀고,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

EMBA Action Learning을
통한 창업 및 경영환경 향상
프로젝트 수

업이 젊은이들에게 한정되거나 특정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연
세 경영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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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문대학과 손잡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연세 경영대학은 2016년 창업교육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핀란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와 스페

인 에사데 경영대학(ESADE Business School)과 각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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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 벤처 프로그램은 워크샵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학생

유망한 대학생 창업가를
발굴합니다

진행되었고, 심사결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리지와 웨어닥이

(Comfort zone)에서 나와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가 되기

YSB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YSB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덴마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망 대학생 창업가를

참가하여 한국인 최초로 준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

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토대학의 창업 에코 시스템을 소
개하였습니다. 2,080명의 핀란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영감을 주고 학생들이 소위 안전지대
위한 역량을 가르쳐 주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에는 창업관련 수업

에사데 경영대학(ESADE Business School)

제공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이 담

경영대학은 6,000평의 크레아폴리스(CreaPolis)라는 특화

과 연구를 위해 양교 교수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자문을
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창업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준비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해외대학과의
MOU는 연세 경영인들이 세계 무대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창업교육으로 교육혁신을 시작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

돋움한 알토대학교는 알토 벤처 프로그램(AVP, Aalto Ven-

글로벌 MBA 랭킹 23위(Financial Times, 2016)의 에사대

된 건물을 짓고, 80여 개의 기업을 입주시켜 경영대학 학위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E-Garage(Entrepreneur Garage) 강의실 및 여러 미팅 공간에서 창업기

업들 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들과 관련
정부기관을 묶어 산업 내의 혁신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
고 있으며, 입주 창업기업들과 학부 및 MBA 프로그램을 결합
하여 체험학습 컨설팅 과목(Action Learning Consulting

Projec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창업기업들 간의

연세경영은 미래교육의 지향점인 ‘창업교육’을 구체화하고
발굴하여 해외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YSB Global Start-up Competition)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경영대학이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
학 동창회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후원하였고, 알토대

학교 알토 벤처 프로그램의 올리 부올라 디렉터, 실리콘밸

리의 바이오 스타트업 조현선 임베드바이오 설립자, 빅터 칭
(Victor Ching) 스타트업 미소 창업자, 손홍규 창업지원단장,

김동훈 경영대학장, 임수빈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성문
경영대학 부학장과 임일 경영대학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
여하였습니다.

중국 진출을 노리며 ‘밥심’이라는 이름의 배달 어플리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션을 소개한 ‘더팀(The Team)’, 보청기를 귀걸이와 같은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은 2014년부터 알토

델을 도입하여 창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향후 창업강

품을 보여준 ‘이어스(Ears)’, 하부척추 통증 완화를 목표로 센

1학기부터 알토대학 MBA 학생이 연세경영에서 학업을 이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은 2015년 에

tures Program)과 학생 주도의 창업경진대회인 슬러쉬

(SLUSH)를 통해 전 세계 대학생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
대학교와 학부 교환학생 파견 협정을 맺었고, 2016학년도
어가는 등 꾸준한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난 9월 개최된 ‘YSB 글로

벌창업경진대회’에 알토 벤처 프로그램의 올리 부올라(Olli
Vuola) 디렉터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방문하였고, 또 특별강

연세경영은 에사데 경영대학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모

의 공동 개설, 창업경진대회 공동 개최, 창업강의 교수 교환

사데 경영대학과 MBA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Executive MBA와 한국전력 계약학과인 GBI MBA 학생들
이 에사데 경영대학에서 Global Field Trip을 진행하는 등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형태로 디자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제
서가 부착된 의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간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소개한 ‘웨어닥(Weardoc)’, 주사기를 자동으로 분리

시키고 처분하여 주삿바늘 재사용을 방지하고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엑스디자이너스(X-Designers)’, 신개념 상업·군사적 목적 인공위성 기술을 보여 준 ‘나
라스페이스테크놀리지(NST)’,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플랫폼

을 통하여 디자이너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디튜터

팀별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심사위원들의 Q&A 세션이

최고의 평가를 받아 그랜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나라스페이스테크놀리지(이하 나라스페이스)는

열린 세계 창업경진대회 ‘The University Startup 2016’에
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2,500여 개 대학, 50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미국 스탠
퍼드와 콜롬비아, 싱가폴 SMU, 중국 칭화대, 인도 국립공과
대학 등 세계 유수대학의 젊은 창업가들이 출전했습니다. 한
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정원석(경영 12) 학생을 포함하여 포

항공대에서 출전했고, 이 중 상위 53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

6

YSB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개

그랜드상 수상팀 ‘나라스페이스’
해외대회 첫 출전하여 수상

을 벌여 최우수 1팀과 준우승 6팀을 선발했습니다. 참가팀들

은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뱅크, 덴마크 혁신센터장과 글로
벌 로펌 관계자를 비롯한 북유럽 최상위 투자자로 구성된 심

사위원단 앞에서 4분 발표와 15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와 평
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파티와 네트워크
시간에서 각 팀들이 보여 주는 영업 역량과 네트워킹 능력도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이번 준우승을 계
기로 덴마크 최대 펀딩업체이자 스카이프 초기 투자기업인

Hippocorn 등 여러 투자자들과 투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창업 네트워크를 1년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11월 개
최된 세계 최대의 창업경진대회인 슬러쉬(SLUSH)에도 참

여하여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지구감시 위성 시스템
구축의 창업 아이디어를 펼쳤습니다.

(Dtutor)’ 등 6개의 팀이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연세 경영대학을 찾은 알토 벤처 프로그램의 올리 부올라 디렉터가 2016년 9월 30일 특강을 통해 핀란드 알토대학교의
창업 에코 시스템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적 자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라스페이스가 참여한 세계 최대 창업경진대회
슬러쉬(SLUSH) 행사 모습

나라스페이스, 덴마크 ‘The University Startup 2016’에서
한국인 최초로 준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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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해외대학 학생들과 함께
창의성을 키웁니다

SK 청년비상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YSB 글로벌 이노베이션 캠프

그램 창업경진대회가 6월, 12월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를 개최하였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University of

연세대 경영대학과 창업지원단의 주최로 SK 청년비상프로
SK 청년비상프로그램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청
년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팀은 2개
월 동안 전담 멘토링 지원을 받고 본선에 출전하게 되며, 최
우수상에 선정된 두 팀은 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SK 청년비
상캠프에 진출하여 전국 25개 대학에서 모인 50개 팀과 아이
디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6월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총 7개의 창업동아리팀이

출전하였고, 김동훈 경영대학장, 김성문 경영대학 부학장, 손

홍규 창업지원단장, 시저스파트너스 권영준 대표가 심사위

원을 맡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제

안한 E-bul(팀장 정준우, 경영 11)과 의료용 주사기 처리시
스템을 제안한 X-designers(팀장 김유화, 실내건축 12) 두 팀

Copenhagen)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Copenhagen
Business School) 두 대학에서 온 10명의 학생은 10월 24
일부터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3일 동안 연세대 학생 5명

과 협업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연세대 학생들과 덴마크 학생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한 이번 대회에는 15명의 학생 외에도 지난

9월에 진행된 YSB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그랜드상을 차
지한 나라스페이스(NST)와 웨어닥(Weardoc)도 함께 참가

했고, 김성문 경영대학 부학장과 손홍규 창업지원단장, 보
크리스튼센(Bo Kristensen) 레고코리아 대표이사, 에릭 비

스가르드(Erik Bisgaard) 코펜하겐 대학교 부학장 등 6명
의 심사위원들이 7개 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했습니다.

본 캠프에서 덴마크 대학생들은 식용곤충 산업의 공급

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경영관 인큐베이팅 공간에 입주한

자들과 구매자들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 플랫폼 ‘버기(Bug-

업공간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프로

E-bul(이불)과 PIQOB(피콥)이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창

12월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8개의 창업동아리팀이 출

전하였고, 아이디어의 참신성, 제품의 사업성, 서비스 대상자

에 대한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
다. 최우수상은 소량물류 산업 혁신플랫폼을 제안한 트래블

리와 Defendust를 개발한 디펜다 팀이, 우수상은 남다른사
연세경영은 혁신적 창업교육을 높이 인정받아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SK 청년비상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업경진대회에서 상반기 7개 동아리, 하반기 8개 동아리가 본선에 출전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펼쳤습니다. SK 청년비상프로그램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청년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연세경영은 10월 27일 Global Innovation Camp 발표회

람들, 지음, KOTEL, Lucky big picture 팀이 수상하였습니
다. 최우수상을 받은 트래블리(팀장 황유미, 문화디자인경영

13)는 벤처기업 세미나 수업을 통해 만난 후 1년 동안 플랫
폼 런칭을 기획해 왔고, 플랫폼 사용가능자 풀이 이미 2만 명

이 넘는 등 개발의 구체성과 사업진행 속도 면에서 심사위원
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gi)’,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생산하는 기업
그램 ‘분디(Bundi)’, 다수의 선박 출입으로 복잡한 항구에 편

리하게 정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하르바(Harba)’, 만남
장소 선정기능을 추가한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크라
운(Krown)’, 가상현실 상의 서점 방문 및 독서 경험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인 ‘시드셀(Sidsel)’ 등을 소개했습니다. 연세

대학교 학생팀 나라스페이스는 신개념 상업·군사적 목적

인공위성 기술을 선보였고, 웨어닥은 하부척추 통증 완화를
목표로 센서가 부착된 의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간의 사
물인터넷(IOT)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각 팀의 발표와 Q&A 세션 진행 후 심사결과 하르바

(Harba)팀이 우승을, 분디(Bundi)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
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캠프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

들이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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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청년비상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출전팀

개

글로벌 이노베이션캠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University of Copenhagen)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Copenhagen Business School)
두 대학에서 온 10명의 학생 참여

17

SPECIAL THEME
⸺ S TA R T- U P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지원합니다

창업혁신 교육·연구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세 경영대학은 미래교육 방향인 ‘창업교육’을 지원하고자

연세경영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

타트업 아뜨리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영관 중심부인 2층

로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육성하는 경

경영관에 학생들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공간인 스
에 위치한 아뜨리움은 층고가 높게 트여 있는 공간으로 열
린 소통을 통한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뜨리

움 후면의 큰 창을 통해 청송대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썬큰

가든은 어디서나 자연의 빛이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학

습니다. 디자인 가라지는 국내 경영대학 최초의 시제품 제

작랩으로 경영학과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디자인적 사
고(Design Thinking)를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E-bul(이불)

PIQOB(피콥)
지음

트래블리

Program)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아모레퍼시픽에서 25억 원 기탁을 약

심화 전공의 내실화, 창업경진대회 개최와 창업공간 지

디자인 가라지(Design Garage)를 경영관 1층에 마련하였

팀플래닛

프로그램(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 Startup

껏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
있도록 3D 프린터와 매킨토시, 공구대 등의 장비를 구비한

5

영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연세 창업혁신

정하였습니다(아모레퍼시픽 YVIP 기금). 이번 협약을 계

었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시제품화할 수

개팀

워크, 영감을 제공하여 창업혁신에 관한 지식 연구의 허브

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
게 합니다. 아뜨리움 우측에 창업동아리가 입주하여 마음

스타트업 아뜨리움 입주동아리

SPECIAL THEME
⸺ S TA R T- U P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스타트업 아뜨리움에는 1인 가

구를 위한 신선식품 공동구매 서비스를 시작한 ‘팀플래닛’,

지역기반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한 ‘E-bul(이불)’, 지역 내
신진작가 홍보와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아트 플랫폼을 지향
하는 ‘PIQOB(피콥)’, 대학생 불평등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음’, 여행의 직구로 해외배송의 새로운 플랫폼

기로 경영대학은 창업혁신 교과과정 개발과 경영학 창업

원 등을 통한 학생 창업활동 육성, 해외대학과의 글로벌 협

아모레퍼시픽에서 연세 창업혁신프로그램(YVIP)에 2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엄영호 경영대학장, 김용학 총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력 강화와 동문 멘토그룹 결성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을 통
한 네트워킹 확장, 그리고 창업혁신 연구센터 설립을 위

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경영이 지금까지 열
정적으로 펼쳐온 창업혁신 교육과 연구를 보다 더 안정적

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경배(경영 81)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모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새로움을 개척하는 역사였
다,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그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또 다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을 제공하는 ‘트래블리’ 등 다섯 개의 창업동아리가 입주하

였습니다. 이 팀들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와 사업
실행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아리입니다. 경영대

학 학생들은 경영관을 오가며 창업공간 안에서 열정과 에너

지를 바치는 동료들을 마주하게 되고, 창업이 특별한 사람
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연세경영은 미래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와 같은 훌륭한 창업인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
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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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en
Opportunities
Beyond
Boundaries
GLOBAL

전 세계는 이미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비즈니스와 문화의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세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다가올 미래사회를 선도할,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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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rspective

자체 교환 협정교 ⸻

The Carlso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Case Competition

글로벌 명문대학과의 협력 ⸻ 프랑스 에섹 경영대학

⸻ 미국 코넬대학교

⸻

3

28

71

SPECIAL THEME
⸺ GLOBAL ⸺

개국 ⸻

개교

위

⸻ Enactus 월드컵 세미파이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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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대학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국제무대를 넓혀 갑니다
에섹 경영대학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 /
프랑스 주간지 르뽀엥(Le Point)
선정 ‘2015 Business School
in France for its Bachelor
Degree’ 부문 1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

하면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에섹 경영대학 복수
학위 과정은 2017년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2018년

1학기에 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한국과
유럽의 경영학과 기업 경영환경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미국 코넬대학교와의 교류협정을 체

생들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근대 경영학의 발생지인

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

있도록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학부과정 최초로 프랑스 에섹

경영대학(ESSEC Business School)과 학부과정의 복수

학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에섹 경

영대학은 AACSB 및 EQUIS 경영학교육 인증을 보유하고
코넬대학교
근대 경영학의 발생지인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

SPECIAL THEME
⸺ GLOBAL ⸺

있고, 프랑스 주간지 르뽀엥(Le Point) 선정 ‘2015 프랑스

경영학 학사 랭킹 1위(Business School in France for its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학부, MBA 과정의 교환
니라 세계 최고의 부동산학 석사과정인 베이커 프로그램

(Baker Program)과의 복수학위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 협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영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차세대 전문가로 성
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Bachelor Degree)’의 엘리트 대학입니다. 이번 협정에 따

라 학교별 연간 5명의 학생이 양교의 경영학 학사학위를 수

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교 학생은 연세에서 4학기를 수

학한 후 에섹 경영대학에서 2개 학기(총 60 ECTS, 30학점)
와 5개월 이상의 현지 인턴십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

연세경영의 경쟁력,
국제 경영사례대회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이 2016학년도 2학기 중 해외에서 열린 경
영사례대회에서 잇따라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영

사례대회는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판단

세계적 HR 사례대회 CIHIRCom 수상

연세경영 학생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영대학(Carlso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이 2016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The

Carlso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Case Competition(이하 CIHRCom) 결승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

다. 이는 비영미권 국가 참가팀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입니다.
CIHRCom는 HR을 주제로 하는 유일한 국제 사례대회

력과 민첩성을 배양시키는 훈련으로 기본적인 경영학적 이

이고 HRM에 특화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에 접목하여 문제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므로 뛰어난 분석력

제를 사례로 주고 보통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된 시

론을 정립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을 실제 경영환경
과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제
시된 사례분석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대회의 경우 유창한 영

어 실력과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야만 가

능하다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경영대
학 학생들이 해외대회에서 선전한 것은 연세경영의 핵심가
치인 창의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춘 뛰어난 학생들이 지도교

각국의 학교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기업이 안고 있는 HR 과

간 안에 해결방안을 작성,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HR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순발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회입니다. 2016년 대회는 전 세계 약 30여 개국의 학생들

3

HR사례대회 CIHIRCom
비영미권 국가 최초 수상

위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블라인
드 심사 결과 6개 팀이 선발되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수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실전 대
응에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례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수상여부를 떠나서 대회 출전의

경험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국내외 다른 대학에 재학 중
인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가 되므로 경영학도라면 누구나 재학 중 꼭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학 석사과정인 코넬대학교 베이커 프로그램(Baker Program)과 함께 2016년 12월 19일,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코넬-연세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CIHIRCom 결승전에서 비영미권 국가 참가팀 최초의 수상 성과를 낸
석사과정 박현선, 글로벌 MBA 이정민, 케이틀린 캐롤(Kaitlyn Carroll), 엘리스 울리로바(Eliska Uhlirova) 학생.

3월 3일 프랑스 에섹 경영대학(ESSEC Business School)과 학부
과정의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용
연세대 교학부총장, 크리스티앙 케이닉 에섹 경영대학 국제처장,
김동훈 연세대 전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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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액터스(Enactus) 월드컵 세미파이널 진출

ACN 국제 윤리경영 사례대회 수상

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2016 인액터스 월드컵에서 세

Global Ethics Case Competition)에 첫 출전하여 우수

경영대학 소속 사회혁신 전략경영학회 인액터스(Enactus)
미파이널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인액터스는 지
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실행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혁신 전략경영학회입니다. 전 세계 36개국,
1700여 개 대학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기업
가, 교수, 학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내대회(National Competition)

와 세계대회(World Cup)를 통해 1년간의 성과와 솔루션의
소셜 임팩트를 평가받게 됩니다. 글로벌 유수기업인들의 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ACN 국제 윤리경영 사례대회(ACN
상과 협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CN 국제 윤리경영 사례
대회(이하 ACN)는 미국 보스턴대, 영국 뉴캐슬대, 스위스

생갈대, 중국 푸단대, 인도 IIM, 한국의 연세대 등 총 6개 대
학의 학생이 혼합으로 팀을 이루어 약 3주간 주어진 사례
를 분석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대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진
행되고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혼합팀을 구성한다는 점이 특
이점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6명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참여했으

사를 통해 향후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전 세

며, 연세대학교 학생 4명이 2명씩 짝을 이루어 개별팀으로

인액터스 연세는 현대해상에서 후원하는 국내대회에서

디지털시대 도래에 따른 자동차사업 변화 예상 시나리오 분

계 인액터스 회원들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우승하여 한국 대표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인액터스

월드컵에 참가하였습니다. 인액터스 월드컵은 각 국가의 문
화를 소개하는 컬처 페어,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토의 및 포럼 세션, 각국 프로젝트 경쟁 PT
세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학교팀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책 it out’과 ‘시소’를 발표하여 비즈니스적 실천 부
문과 성장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세미파이널에 진
출했습니다. 컬처 페어에서는 한복을 입고 투호, 제기차기, 부

ACN 국제 윤리경영 사례대회에
참가한 혼합팀 6개 대학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석 및 마힌드라의 자동차사업부 미래 신성장동력 전략 수
립’을 과제로 받았습니다. ACN 대회의 지도를 맡은 안드레
스 기랄 교수는 “첫 출전에서 연세대학교 학생이 매우 뛰어

난 성적을 거두어 기쁘고, 짧은 시간에 3개국의 학생들이 사

례분석과 비디오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강도가 높아 쉽지

않았을 텐데 학생들이 열심히 임하여 매우 자랑스럽다”고
호평했습니다.

채에 한글로 이름을 써 주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

었습니다. 학생들은 인액터스 월드컵 진출을 계기로 KPMG,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인들과 UN 파견단, 해외

참가팀들과 함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적
시각을 넓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문
화를 알리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인액터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실행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혁신 전략경영학회 / 전 세계 36개국, 1700여 개 대학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조직

ACN 국제 윤리경영 사례대회 수상팀
우수상 : 박지혜(경영 15), 제니퍼 핌(Jennifer Phim, 템플대 교환학생)
협력상 : 서지환(경영 14), 최정원(UI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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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GLOBAL ⸺

연세 속의 세계, 연세에서 세계를 배웁니다

세계 속의 연세, 세계로 나아가 배웁니다

Global Outgoing Program
■
MBA GFT(Global Field Trip)

Global Incoming Program
●
MBA Summer School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

싱가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프랑스 EDHEC
2016. 6. 22 - 6. 28

●
International Study Tour Program
스페인 ESADE
‘Doing Business in Korea’
2017. 1. 15 - 1. 20
28

●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MBA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독일
University of Tuebingen,
University of Münster

프랑스
IESEG School of Management,
ESSEC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
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슬로베니아
University of Ljubljana

스페인, ESADE
‘Build a Global Mindest with a
Profound Knowledge’
2016. 7. 2 - 7. 10

인도
Birla Intitute of Management
Technology

프랑스
IESEG School of Management,
ESSEC Business School,
Université Paris-Dauphine,
Audencia Nantes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University of Münster,
WHU-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Victoria,
Queen’s University,
HEC Montreal,
York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Miami University of Ohio,
Miami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reative Leadership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trategies in Leadership
Development and Innovation
Culture’ 2016. 7. 17 - 7. 24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이스라엘
Interdisciplinary Center Herzliya,
The Arison School of Business
스페인
Universidad de Navarra

핀란드
Hanken School of Economics
타이완
National Taiwan University
포르투갈
Nova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중국, CEIBS
‘Doing Business in China’
2017. 1. 12 - 1. 14

■
MBA GET(Global Experience Trip)
미국, Loyola Marymount University
‘Innova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2016. 6. 22 - 6. 28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ocial Entrepreneurship’
2016. 6. 22 - 6. 28
싱가폴,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ransition to Knowledge
& Creativity - Based Business - Case
of Singapore’ 2017. 2. 5 - 2. 10

■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파견 대학 : MBA
미국
Duke University, UNC Chapel Hill,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프랑스
IESEG School of Management
캐나다
York University

■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파견 대학 : 학부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미국
Claremont Mckenna College,
University of Carolina,
University of Washington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Université Paris-Dauphine

■
학부 uGET(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rip) 2016. 7. 1 - 8. 31
포루투갈
Nova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

독일
Tübingen University,
University of Mannheim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ünster,
WHU-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CJ 제일제당(중국)
노루표페인트(중국, 일본)
블루골드(중국)
비투링크(중국)
서울시립교향악단(국내)
아모레퍼시픽(중국)
오리온(중국)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영국
University of Bradford
스페인
University of Navarra
일본
Wased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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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벤처에 있다고 믿습니다
⸻

(주)송현인베스트먼트 이영수 동문

인생은 낮은 자세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

(주)송담물산 이종화 동문

연세 AMP는 사업과 삶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얻게 해 줍니다
⸻

(주)선진오토 하태석 동문

성공적인 사업의 출발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주)에이프릴스킨 김병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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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뛰어넘는 열린 마음과 ‘삶 전체가 배움의 연속’이라는

이종화 동문은 연세 AMP과정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열정을 가진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 이종화 동문을

대학에서 20여 년간 50여 개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

만났습니다. 이종화 동문은 오랫동안 레미콘 업계 발전을 위해

고 훼이스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 청도이공대학교 명

일해 왔고,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환경안전공사를 설립하고 환경보전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고자 2005년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기금으로 20만 달러를 기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2013년 농업법인을 설립

일 아침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

들기 시작하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을 쌓으며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확장하고 있는 이
동문의 ‘젊은 목소리’를 전해 드립니다.

1

삶의 모든 순간이

INTERVIEW

배움의 연속이라 믿습니다.
모든 분야의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날,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터득

하게 되는 세계에 대한 통찰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연계된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은 낮은 자세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가치관은 15년째 연세경영에
기부의 손길을 이어가는 동력입니다.

제 경우 1962년 공무원으로 의암댐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반월공업단지,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오랜 기간 레미콘 건설업계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

이종화 동문

⸺
AMP 53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24-25대 회장
(주)송담물산 회장

도전하길 기대합니다.

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을 만큼 배움에 대한 남다
른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매

관련도서를 보급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청년창업가들이 과학농업에

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제가 먼저 길을 만

갖고 과학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

국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청년창업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농생명

식품산업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

다. 레미콘에서 친환경 토마토 재배까지 전혀 다른 분야

일 수 있지만 이러한 커리어 패쓰(Career Path)가 가능
한 것은 모두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호기심,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덧 80을 넘어선 나이가 되었지만 항상 젊

은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것이 바로 만학의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게 된 에너
지이기도 합니다.

미래지향성과 합리성이
연세의 학풍입니다.

경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젊은 학생들부터 환경보전에 대

특별히 연세대학교의 자유와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

의 꿈>을 발간·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인

한 인식을 바로 알아야겠다 싶어 환경학습만화 <푸른 별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미래사회를 위한 농생명 분야에 관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식품시장의 규모는 2003년 3.4조, 2010년

4.4조, 2020년 6.4조(E)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
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높아지고 있습
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미래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

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은 지난 10년간 정체수준이며 농

향적이고 합리적인 학풍은 구성원들을 더욱 화합되게 하
생이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매
사에 열린 마음, 낮은 자세로 타인을 배려하다 보면 함께

있는 그 모임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총동창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학교는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매해 이어오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연세경영이 발전하는 선
순환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림어업 인구는 5.3%에 불과합니다. 농업 무역적자는 27
조 원에 이르며 농업인구의 1/3이 고령층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위기를 과학농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반경 2,000Km 이
내에 주요도시와 15억 인구, 7천300억 달러의 농식품 수

입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은 ‘동북아의 네델란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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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수출업에 종사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국내의

연세경영 AMP라는 자긍심이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하다고 느꼈고, 또 지식에 대한 갈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의 원천입니다.

리큘럼과 동문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제겐 무엇보다 값

AMP 동문들은 동창회, 원우회, 혹은 개인 차원에서 경영

우애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대

증도 컸기에 연세경영 AMP를 통해 얻게 된 수준 높은 커
진 것이었습니다. 수업 외에 동기들과 나누었던 친밀한

서 나름의 안정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의 교류을 통
해서 사업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부부

가 함께 수업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아들도 연세대학교

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가족 모두가 ‘연세인’이라는 이름
으로 하나가 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AMP과정

을 수료할 때는 교육과정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지

난 77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주1회 1년 커리큘럼으로 바
뀌면서 원우들끼리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세 AMP는 국내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는 현재 82기까지 약 5,000여 명의

동문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한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13대 총동창회장을 맡

아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훌륭한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임원
위촉식을 위한 워크숍을 용평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2월

YSB PEOPLE

관 신축과 장학금 마련 등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에도 매
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인 것

이고, 무엇보다 연세경영 AMP라는 브랜드 안에서 자긍
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AMP 동문들
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

교에서 동문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동문
들 또한 모교에 사랑과 헌신으로 답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로열티를 지

속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고
민하고 있습니다.

2

연세 AMP 총동창회는 전체 동문들을 위한 네트워

INTERVIEW

크 커뮤니티입니다. 동문들에 의한, 동문들을 위한, 동문

들과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에, 동문들

또한 약간의 애정과 사랑으로 적극 참여해 준다면 명실
공히 연세 AMP의 뿌리 깊은 전통과 명문사학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하나같이 자랑

스럽고 훌륭한 이들이 모여 있기에 이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문들만 믿고 좋은 성과
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석 동문

에도 중국 심천과 홍콩에서 동계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

⸺
AMP 63기
AMP 총동창회 13대 회장
(주)선진오토 회장

습니다. 또한 3월에는 전 동문을 대상으로 신춘경제 포
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12월 예정된 연세 최고경영인

의 밤 행사에서는 그해 가장 경영실적이 두드러진 동문
을 선정하여 경영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

동문들에 의한, 동문들을 위한,
동문들과 함께하는
AMP 총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라 총동문샷건 골프대회, 등산대회 등 다양한 소그룹 모

임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합
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통해 원우들이 상호교

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젊은 기수와 선배 기

수 간의 교류와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보다 더 균형 있고
결속력 있는 AMP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MP 총동창회를 이끌고 있는 하태석 동문을 만나

연세 경영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태석 동문은 70-80년대
섬유산업이 발전하던 시기에 유럽에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일을 시작으로,

이후 자동차 부품 유통사업을, 최근에는 중국시장에서 뷰티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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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VC포럼 초대회장을 지낸 이영수 동문을 만나 국내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은 성장 잠재력이 높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전망,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영수 동문은 경영학과 72학번으로 산업은행을 거쳐

은 스타트업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인 자금

크를 함께 부담하면서 기업을 육성한 후 IPO(기업공개),

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성장을 위해

장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자본 투자를 하고 리스

1981년부터 국내 VC의 효시인 KTB에서 VC투자의 기초를 마련했고
오랜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M&A, Trade Sale(장외시장 매각) 등을 통해 높은 자본

성공적인 VC 투자를 이끌고 있는 국내 벤처캐피탈의 산증인입니다.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실리
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VC와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

로 VC가 도입되었고,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KDB산업은
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각종 연기금 등으로부

3

터 출자를 받아 조합의 형태로 자금이 조성되고 있습니

다.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 투자재원 17조9천억 원, 스

INTERVIEW

기존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벤처에 있습니다.

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36.8%(374개 사 / 1조78억 원)에

같이 고민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VC투자 유치를 희

망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영역과 맞는 VC와의 연결에 힘써
야 하고 VC 내부 심의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
니다. VC 심사역이나 VC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소개

받거나 정부지원 투자프로그램의 연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업종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VC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VC 업계에는 많은 연세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

습니다. 지난해 학교주최로 동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초청

려하면 앞으로도 VC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은 지속될 것

않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으로 보입니다.
		

⸺
경영 72
(주)송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세VC포럼 초대회장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경

이릅니다. 투자재원과 투자실적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신
규시장 창출과 신사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

이영수 동문

청년창업가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벤처캐피탈은 청년창업가들에게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은 New Normal이 요구되는 시대

에 와 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적 발상이 필요한데 과
거의 중화학공업, ICT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 중심의 발전

모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일회성 단순행사에 그치지
100여 명의 벤처캐피탈리스트 동문들의 모임인 연세VC
포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스타트업에 관
심있는 학생들은 동문 VC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협
업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

교에서 학생들을 추천해 주면 연세VC모임에 초대하여

사업 아이템 설명도 듣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
안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시장에서 고

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 윈-윈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현장 학습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적

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

인 사고 중심의 경영대학 후배들이 VC 심사역을 통해 간

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벤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투자가를 꿈꾸는 학생

렵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사례를 찾아보면 혁신
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존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사업다각화와 내재화를 위해 관련

벤처기업을 끊임없이 인수합병하면서 기술혁신의 Main

Stream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벤처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혁신을 통해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

접투자 경험을 쌓는 것도 튼튼한 창업의 기초를 닦는 데
은 재무를 비롯한 경영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
의 전반적인 벨류체인을 파악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술에 치중하다 시장

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
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합니다.

로 매출 천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460개에 달하며 이

들 중 상당수가 카카오나 엔씨소프트 등과 같은 자수성
가형 벤처기업입니다. 혁신과 창조로 대변되는 기업가정
신(Enterpreneurship)으로 무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한
국에서도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벤처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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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할 일을 준비

사업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경력

다.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병행하면서 발만 걸치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 성공할 수

하는 것이고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니까요.중학생 때부터 창업은 저
의 희망이었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평생 할 일’이었기
에 일찌감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프릴스킨 설립 전에도 창업 경험이 있었고, SK 101

Startup과 글로벌 K-Startup 등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하
기도 했습니다. 창업대회 참여는 사업모델을 재정의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고, 학교 수업 중 <조직행동론>과
<경영정보시스템> 등 직접적인 도움이 된 교과들이 많았

습니다. 일례로 <경영정보시스템> 수업에서 현재 시장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디벨롭하는 기획서 작성 과제가 있었
는데, 저희팀이 예측하고 기획했던 방향으로 서비스가 변
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평생 동안 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성공비결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핵심
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을 포함하기 위해 잠깐 시도하거나, 학업과 취업준비를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사업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야만 비로소 결

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굳이 가장 힘든 걸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
기도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회사 규모가 작을 때나 클 때나 가
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 역시

‘사람’에게서 나오더군요.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을

보면서, 혹은 그 직원의 부모님에게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을 느낍니

다. 제 사업의 원천이 ‘사람들의 관심과 니즈’에 대한 이해
에서 출발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또한 ‘사람과 더
불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 미래에 제가 어
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장 니즈를 느끼고 있는 분야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일
을 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직원들과 파트너사들에
게, 소비자들에게, 사회에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기업
가가 되고 싶습니다.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하고 싶고, 안 하면 평생

품을 ‘큐레이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이프

어차피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가와 아이템은 없습니다. 아

릴스킨은 2014년 10월 창업 이후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리테일 분야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사랑
과 신뢰를 얻었다는 증명이겠지요. SNS의 트래픽을 분석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이
를 비즈니스로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4
INTERVIEW

김병훈 학생

⸺
경영 07
(주)에이프릴스킨 공동대표

창업이 트렌드라고 해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만듭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는 이
미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의 제

YSB PEOPLE

후회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리 여러 차례 창업을 해 본 베테랑도 상황에 따라, 분야

에 따라 부족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기왕 할 거라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
작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공할 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존재 여부

항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스타트업에게 시장의 존재 여부는
우선되어야 할 판단 기준입니다.

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판단 기준인데 대부

분의 사람들이 블루오션과 데드오션을 정확하게 구별하
지 못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사업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

짐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을 수도 있

고, 화려한 언변을 타고났거나,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지

창업 2년 만에 3,500만 달러 매출의 수직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창업의

성공신화, 에이프릴스킨의 김병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병훈 학생은 일찌감치

만 성공한 사업가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정하고 재학 중 창업 시도, 창업대회 출전과 투자유치 성공 등
창업에 대한 꾸준한 노력 끝에 성공한 청년사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프릴스킨은 천연재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2016 연세창업대상을, 포브스(Forbe’s) 선정, ‘2017년 비상할
대한민국 10대 스타트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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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신입생 수(2016-1, 2학기)

졸업생 수(2016-1, 2학기)

단기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Incoming
(MBA Summer School, EDHEC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Yonsei-CMC
Program, ESADE International Global Tour)

재학생 수
(2016-1, 2학기)
단기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Outgoing
(MBA GFT 및 GET, 학부 uGET)

연세대학교 글로벌 협정교 수
(70개국, 600개교)

글로벌 MBA
외국인 학생
비율
교원 수(전임, 특임, 객원,
연구, 객원 교수)

연세경영 자체 교환
협정교 수

개설과목 수(2016-1, 2학기)

연세경영 자체 교환 협정교 교환학생 수

연구세미나 개최 수
(국내 86, 국제 22)

영어과목 개설 수(학부, MBA, 석박사 기준)

영어과목 개설 비율
(학부 기준)

연간 장학금 수혜액
(학부, MBA, 석박사 기준)
연구센터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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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YSB INDEX 2016

YSB INDEX 2016

연세경영 논문게재 실적

교수진 국제 우수학술지 게재
김승현
・	When Does Repository KMS Use Lift
Performance? The Role of Alternative
Knowledge Sources and Task Environments,
MIS Quarterly, Vol.40, No.1, 2016.03
・	Which ideas are more likely to be
implemented in online user innovation
communities? An empirical analysis,
Decision Support Systems, Vol.84, 2016.04
노현탁

・	The business case for gender diversity:
Examining the rol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vestment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55, No.3, 2016.05
박용석
・	Lessening the Divide in Foreign Subsidiaries:
The Influence of Localiza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Host Country National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25, No.2,
2016.04
윤대희
・	Supplier Encroachment and Investment
Spillovers,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Vol.25, No.11, 2016.11
이무원
・	Experience in different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foreign subsidiary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Management, Vol.42, No.6, 2016.09

・	K-Pop’s Global Success Didn’t Happen by
Accident, Harvard Business Review, 2016.11

석박사 학생 논문 공저
임일
・	Deal-Seeking Versus Brand-Seeking: Search
Behaviors and Purchase Propensities in
Sponsored Search Platforms, MIS Quarterly,
Vol.40, No.1, 2016.03

강용주(박사 14, 재무 전공)
・	Corporate Bond Pricing Model with
Stochastically Volatile Firm Value Process,
Economics Letters, Vol.148, 41-44, 2016.11

최선미
・	Service innovation, renewal, and adoption/
rejection in dynamic global contex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9, 2016.06

・	Developing the Exchange Traded Market for
Government Bonds: Effect of Recent Quote
Rule Changes in Korea, Finance Research
Letters, Vol.19, 130-138, 2016.11

・	Customer emotions and their triggers in
luxury retail -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ustomer emotions before and after entering
a luxury sho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9, No.12, 2016.12

김수연(박사 13), 박기범(석사 14), 이연주(석사 14) :
오퍼레이션 전공
・	Customer emotions and their triggers in
luxury retail: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ustomer emotions before and after entering
a luxury sho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9(12), 5809-5818, 2016.04

최정혜
・	Linking online niche sales to offline brand
condi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70, 2017.01

국내학술지

교수진 국제학술지 워킹페이퍼
김성문
・	Developing a dynamic portfolio selection
model with a self-adjusted rebalancing
method,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김승현
・	Cybercrime deterrence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Evidence from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MIS Quarterly
윤대희
・	Using buyout options to screen employees
for fit, Management Science

・	Ratcheting of profitability expectations and
its consequence for supply chai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장은미
・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s a sig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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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미
・	Customer emotions and their triggers in
luxury retail: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ustomer emotions before and
after entering a luxury sho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companions
for healthcare service quality,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최정혜
・	Linking online Niche sales to offline brand
condi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	Social interactions and monetary incentives
in driving consumer repeat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강용주(박사 14, 재무 전공)
・	The Five-Factor Asset Pricing Model:
Applications to the Korea Stock Market,
유라시아연구, Vol.13(2), 155-180, 2016.06
・	Mechanical Mean Reversion of Leverage
Ratios: Analysis of South Korean Firms,
유라시아연구, Vol.13(3), 103-125, 2016.09

권용하(석사 15), 안정수(석사 15) : 매니지먼트 전공
・	상호선택 및 학습모델에서 노이즈의 역할, 동서연구,
Vol.28(2), 151-174, 2016.06
김상화(석사 16), 김지연(박사 14) : 마케팅 전공
・	B2B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고객사 시장 환경이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Vol.41(4), 55-73, 2016.11

김승현(석사 14, 재무 전공)
・	한국 소매 구조화상품 시장과 금융규제에 대한 고찰,
선물연구, Vol.24(3), 505-524, 2016.08
김영현(석사 14), 김홍선(박사 10) : OR 전공
・	추적 신호를 적용한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 종목 선정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Vol.41(3), 1-21, 2016.08

박주형(박사 15, 회계 전공)
・	이사회의 지연과 학연에 기초한 사회적 연결 관계가
내부자거래를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Vol.45(5), 1697-1733, 2016.10
・	비적정 감사의견 공표 가능성이 내부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4),
117-159, 2016.12

김지연(박사 14), 조우용(석사 15) : 마케팅 전공
・	온라인상의 기업 및 소비자 텍스트 분석과 이를
활용한 온라인 매출 증진 전략, 한국경영과학회지,

조우용(석사 15, 마케팅 전공)
・	온라인 게임 규제와 청소년의 시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11), 223-239,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전공)
・	매장 내·외부 환경과 지역 시장 환경이 매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Vol.21(3), 27-53, 2016.07

이정원(석박통합 14, 매니지먼트 전공)
・	조직 구성원들의 연봉제 수용성 : 정보 교환 이론들의
시사점,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0(2), 1-29,
2016.05

Vol.41(2), 81-100, 2016.05

・	지역 특수성에 따른 옴니채널 성과의 이해,
지식경영연구, Vol.17(3), 45-64, 2016.09

김현영(석사 15, OR 전공)
・	Impact of Immediacy and Self-Monitoring on
Positive Emotion and Sense of Community
of User: Focusing on Social Interactive Video
Platform, 감성과학회, Vol.19(2), 3-18, 2016.06
・	소셜 비디오 플랫폼 상에서 ‘나’의 개성과 ‘다른 사람’
의 개성이 사용자의 긍정성과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2), 480-493,
2016.02
・	서비스 대기시간에서 사용자 경험의 의미와 서비스
디자인 원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1),
270-286, 2017.01
노그림(박사 13, 매니지먼트 전공)
・	Chinese MNCs as Risk Avoiders in CrossBorder Acquisition, 전략경영연구, Vol.19(1),
53-78, 2016.04
・	문화예술활동이 개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연구, Vol.39, 103-130, 2016.08

박경찬(박사 14), 김홍선(박사 12) : OR 전공
・	비중 상한 제약조건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한 투자 비중 분석, 경영과학, Vol.33(4), 51-64,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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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조직시민행동과 개인 목표지향성이 직원의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다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0(3), 241-266,
2016.08
・	동적분리(Dynamic Segregation)하에서의 탐색과
활용의 균형 : 다양성의 장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Vol.25(1), 1-27, 2017.02

장희은(석박통합 08), 양경욱(박사 13) : 매니지먼트 전공
・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 분석,
경영학연구, Vol.45(1), 151-176, 2016. 02
조우용(석사 15, 마케팅 전공)
・	게임 머니와 캐시 머니 소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2), 295-309,
2016.02

진굉(석사 12), 양이(박사 13) : 국제경영 전공
・	중국회사의 해외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제도적
거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Vol.16(2), 233-261, 2016.06

최병철(박사 15, 회계 전공)
・	한국상장 외국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 및 감사연구, Vol.67, 219-252,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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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수상 및 각계 활동

석박사 학생 주요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사례
구분

이름

김수연(박사 13)
김영욱(박사 12)
김정운(박사 14)
김지연(박사 14)
김현영(석사 15)
박경찬(박사 14)

국제

안정수(석사 15)
양 이(박사 13)

이루리(박사 13)

이정원(석박통합 14)
전헌배(석사 16)
정주아(석사 15)
조우용(석사 15)
조항준(석사 15)
최주안(석사 14)
최태웅(석사 14)
김상화(석사 16)
김수연(박사 13)
김영욱(박사 12)
김지연(박사 14)
김현영(석사 15)
김홍선(박사 10)
국내

김홍선(박사 11)
박주형(박사 15)
박지영(박사 15)
변정윤(박사 15)

이강륜(석박통합 13)
정주아(석사 15)
조우용(석사 15)
최병철(박사 15)
최주안(석사 14)

전공

오퍼레이션

학술대회명

지역

노르웨이, 베르겐

마케팅

Frontiers In Service 2016
11th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ILERA)
European Regional Congress
2016 World Conference on Business and Management & Global Great Debate

마케팅

Theory and Practice in Marketing Asia 2016

서울

매니지먼트
마케팅
마케팅
OR
OR
OR
OR

매니지먼트
국제경영
마케팅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OR
OR

오퍼레이션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매니지먼트
회계

매니지먼트
마케팅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마케팅
마케팅
OR
OR
OR
OR

회계
회계
재무
재무
회계
재무
재무

오퍼레이션
마케팅
회계
회계
회계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 in Beijing
Global Marketing Conference
IMCOM 2016

ACM UBICOMP 2016

IJIE 2016: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2016 INFORMS Annual Meeting

Academy of Management 76th Annual Conference

Annual Meeting of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2016 Global Marketing Con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HR Divi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76th Annual Conference

IJIE 2016: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2016 INFORMS Annual Meeting

2016 Decision Sciences Institute Annual Conference
Theory and Practice in Marketing Asia 2016
2016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Business Review Competition

Academy of Management 76th Annual Conference
37th International Business Conference (2016.08)

2016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한국구매조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 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HCI KOREA 2017
HCI KOREA 2016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관리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한국증권학회 2016 제1차 정기학술발표회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정보회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이탈리아, 밀라노
베트남, 다낭
중국, 베이징
중국, 홍콩

베트남, 다낭

독일, 하이델베르크
서울

미국, 테네시 내쉬빌
미국, 애너하임

미국, 뉴올리언스
중국, 홍콩

호주, 시드니

미국, 애너하임
서울

미국, 테네시 내쉬빌
미국, 오스틴
서울
서울
서울

미국, 애너하임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국, 애너하임
제주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제주
정선
정선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천안
서울
천안
서울
서울
제주
서울
부산
서울

논문 수상 실적
교수명

김보경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박세범

한국소비자학회

김성문

박용석
임수빈

JBBM

최원욱

한국세무학회

허대식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교수명
민순홍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박용석

한국국제경영학회

박경민
손성규
오홍석
이무원
이호근
허대식

김성문
민순홍
손성규
이무원
이호근
임 일

학회명

김지홍
손성규

양혁승

학회직위

한국회계학회

세아홀딩스

사외이사

아이마켓코리아

사외이사/감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가생산성대상

심사위원

KB생명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제주항공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데브시스터즈

사외이사

우리은행

사외이사

한국스마트카드

내 삶을 바꾸는 공감

사외이사

도서명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

2017.02
2017.01
2016.08

임기

2017.01-2017.12

2013.09-2018.08
2016.01-2017.12
2016.08-2017.07

직위

임기

2016.03-2019.03
2016.03-2019.03
2016.04-2016.08
2016.03-2017.03
2015.09-2017.09
2016.03-2019.02
2016.03-2016.12
2016.03-2018.02

출판사

맑은나루
박영사

전략적 회계의사 결정

박영사

4차산업혁명 인사이트

더메이커

미라클 경영*

자의누리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홍성사

호모 컨버전스 : 제3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 공저

2016.08

2016.05-2017.04

President

기업/기관

2016.08

2016.07-2017.06

정보화정책지 편집위원장

Asia-Pacific Decision Sciences Institute (APDSI)

2016.04

2016.01-2016.12

Senior Editor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10

부회장
부회장

SSCI 저널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2016.04

2015.08-2017.07

학회장

한국인사조직학회

수상년도

연구재단 등재지 ‘로지스틱스연구’ 편집위원장
부회장

도서 출간
교수명

논문제목

한국전략경영학회

사회 활동
교수명

수상내용

Perceived affiliations through spatial positions and
우수논문상
status dynamics in the U.S. fashion industry
우수논문상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예측 모형
카테고리 효과 대 랭킹 효과 : 타인 선물과 본인 사용간 의사
최우수논문
결정 차이에 대한 해석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ivision
Knowledge creation in IJVs: The mediating role of
Best Paper Nominee in OB/HRM/OT Award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One of the Best Accepted Papers for the
Knowledge creation in IJVs: The mediating role of
2016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How Knowledge Management Capabilities Help
Leverage Knowledge Resources and Strategic
Best Article
Orientation for New Product Advantages in B-to-B
High-Technology Firms
한국세무학회-삼일회계법인 최우수논문상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When buyer-driven knowledge transfer activities
The 2015 Harold E. Fearon Best Paper
really work: a motivation-opportunity-ability
Award Finalist
perspective

학회 활동

연강흠

Creative Leadership

한국경영과학회

2016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2016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임 일

44

수여기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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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교수진 강의･연구업적 수상
수여기관
경영대학
교무처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강의우수 교수

구분

우수강의 교수

우수연구저역서

우수업적 교수(교육부문)

우수업적 교수(연구부문 : 논문)

우수업적 교수(연구부문 : 저역서)
초헌학술상

YSB Leadership
기관

학장 겸 원장

강의우수 교수

김병규, 김보경, 김성문, 노현탁, 박헌준, 신동엽, 윤세준, 최원욱

기랄 안드레스, 김영찬, 김지홍, 문두철, 손재열, 오홍석, 윤대희, 장진호
김병규, 김보경, 김성문, 윤대희
김보경
김진우
장대련
임 일

직책

최순규

석박사 주임교수

이호영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장대련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오홍석

O.D.I 분야 주임교수

민순홍

재무 분야 주임교수

신진영

회계 분야 주임교수

장진호

Global MBA 운영교수

민순홍

Corporate MBA 운영교수

임 일

Finance MBA 운영교수

엄영호

Executive MBA 운영교수(6기, 7기)

이호근, 연강흠

AMP 주임교수(81기, 82기)

46

엄영호
김성문

기획부학장

경영연구소

교수

임수빈

교학부학장

상남경영원

2016-2학기

손성규, 임 일

부원장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비고

2016-1학기

손재열, 임 일

학부 CLC 주임교수

양정미

원장

김영찬

부원장

박경민

소장

김진우

부소장

이무원

Creative Leadership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전공
김동훈 Ph.D.(Columbia University, 1989)
김병규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김영찬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ersity, 2004)
오세조 Ph.D.(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이재영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
임수빈 Ph.D.(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0)
장대련 D.B.A.(Harvard University, 1986)
최정혜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곽주영 Ph.D.(MIT, 2008)
박영렬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최순규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김지현 Ph.D.(New York University, 2011)
노현탁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박경민 Ph.D.(IN SEA D, 2005)
박헌준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신동엽 Ph.D.(Yale University, 1996)
양혁승 Ph.D.(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오홍석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윤세준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이무원 Ph.D.(Stanford University, 2003)
이지만 	Ph.D.(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Texas A&M University, 2002)
장은미 Ph.D.(University of Maryland, 1993)
정동일 	Ph.D.(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정승화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명예 및 퇴임교수
재무

재무 전공
구본일 Ph.D.(Columbia University, 1988)
박세열 Ph.D.(University of Georgia, 201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엄영호 Ph.D.(New York University, 1996)
연강흠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한재훈 Ph.D.(Columbia University, 2003)
보험 전공
김정동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회계

기랄 안드레스 Ph.D.(University of Alcala, 2003)
김지홍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92)
윤대희 Ph.D.(Yale University, 2008)
이경태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이호영 Ph.D.(University of Oregon, 2000)
장진호 D.B.A.(Harvard University, 1999)
최원욱 Ph.D.(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전공
김태현 Ph.D.(Indiana University, 1986)
민순홍 Ph.D.(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배성주 Ph.D.(MIT, 2009)
최선미 Ph.D.(Cornel University, 2001)
허대식 Ph.D.(Indiana University, 2001)

정보시스템 전공
김승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8)
서길수 Ph.D.(Indiana University, 1989)
손재열 	Ph.D.(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이호근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Ph.D.(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임 일 	Ph.D.(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김성문 Ph.D.(University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박선주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9)
정예림 Ph.D.(University of Paris, 2010)

YSB 2016 Annual Report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김기영 Ph.D.(Washington University, 1975)
김인준 Ph.D.(Columbia University, 1985)
김준석 D.B.A.(Indiana University, 1982)
박상용 Ph.D.(New York University, 1984)
박흥수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송 자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7)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8)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5)
이기을 Ph.D.(Yonsei University, 1971)
이완수 D.B.A.(University of Tennessee, 1981)
임웅기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7)
정구현 Ph.D.(University of Michigan, 1976)
정종락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정종암 Ph.D.(Yonsei University 1982)
정종진 Ph.D.(Pusan University, 1972)
주인기 Ph.D.(New York University, 1986)

강의 전담 교수
마케팅 전공
김지영 Ph.D.(Yonsei University, 2015)
매니지먼트 전공
채연주 Ph.D.(Yonsei University, 2011)
재무 전공
김소연 Ph.D.(Yonsei University, 2014)
김소정 Ph.D.(Yonsei University, 2014)
회계 전공
조은정 Ph.D.(Yonsei University, 2015)

특임, 객원 및 연구교수
김은정
김종훈
양정미
이희수
정기원
장정훈
최 홍

Ph.D.(Yonsei University, 2013)
B.B.A(Yonsei university, 1978)
Ph.D.(Brown University, 1987)
Ph.D.(University of Sydney, 2011)
Ph.D.(Yonsei University, 2010)
MBA(University of Michigan, 1978)
Ph.D.(Columbia Universit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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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금 모금 현황

2016 기금 약정자 명단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정액 및 참여 인원

연세경영의 눈부신 발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0.1 386
억원

명

25억 원

5백만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이재범(AMP 56기)
이재용(경영 83)

김준도(MBA 14)

아모레퍼시픽

건축 및 발전 기금
정원철(AMP 81기)

아모레퍼시픽 YVIP 기금은 연세경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육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창업혁신에 관한 지식 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YVIP는 ‘연세 창업혁신프로그램’으로
칭해지며 Yonsei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의 약어입니다.

AMP 81기

EMBA 6기

김태우(경영 87)

이종화(AMP 53기)
정연택(경영 69)
AMP 80기

AMP 총동창회

상학 62학번 동기회
연경장학회

5백만 원 이상

에스앤파트너스

김석현(경영 91)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1구좌

장학재원 기금

5백만 원 미만

서병휘(MBA 13)

10구좌

김도연(박사 06)

김두열(AMP 65기)

1천만 원 이상

노근현(경영 06)

김유승(경영 96)

이두원(상학 58)

신재승(경영 05)

하태석(AMP 63기)

엄상용(경영 87)

아이엑스엘코리아

4구좌

조재성(MBA 16)

정성택(AMP 67기)

조정환(MBA 16)
허인철(경영 79)

3구좌

원제철(AMP 47기)

5백만 원 미만

김석현(경영 91)

강영철(경영 92)

김제성(MBA 86)
김지원(경영 93)
박연우(경영 13)
심상준(경영 73)
양대섭(경영 69)

오태환(MBA 69)
윤석진(경영 87)
이종명(경영 86)
조치훈(경영 09)

심장식(경영 73)
노루홀딩스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MBA 총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5백만 원 이상

김성찬(석사 98)

김유승(경영 96)
아이엑스엘코리아
티켓몬스터

한우리장학재단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최순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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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및 발전 기금

3.97억 원, 371명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 단체 약정의 경우 단체 약정에 참여한 인원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연구 기금 | 아모레퍼시픽 YVIP

아모레퍼시픽
YVIP기금

1

51

27

약정액 기준
%

22

21

1.18억 원, 14명

참여인원 기준
%

45

■ MBA

■ AMP

■ 석박사

23

59

약정액 기준
%
1

연세경영은 항상 새로움을
개척하는 역사였다.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그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또 다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대학이 되길.
아모레퍼시픽

AMP 81기 원우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원우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데 이어
수료를 앞두고 발전기금 기탁.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기념하며.
김태우(경영 87)

정원철(AMP 81기)

30
■ 학부

장학 기금

3

53

17

■ 학부

■ MBA

■ 석박사 ■ 기업/기관

주요 사용처

후배들의 글로벌 시각 함양을 희망하며
Yonsei-CMC Leadership 프로그램 후원.

15년째 변함없이 7월 7일 모교를 방문하여
이어지는 기부의 손길.

이재범(AMP 56기)

이재용(경영 83)

이종화(AMP 53기)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YSB Global Startup
Competition)를 후원.

재학 중 액션러닝(Action Learning)
프로젝트 후 에스앤파트너스 공동 창업,
학교 수업에서 비롯된 창업인 만큼 모교에
감사하는 마음과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 수익금 기탁.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대상은
없다는 소신으로 해외에서 장학기금
꾸준히 기탁.

31

참여인원 기준
%
1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활동, 논문 게재
증진을 바라며 도서관 학술 DB 구독 후원.

15

연경장학회

EMBA 3기 김윤회, 신춘수, 진종언(2012년 입학)

김성찬(석사 98)

연구 : 창업혁신 연구 지원 및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제도 운영

건축 및 발전 : 경영관 건축비 및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재원
장학 :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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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누적 약정자 명단

강세기(정외 87)

김의경 직원

박용익(경영 84)

안태석(경영 99)

이용재(응통 84)

정주아(경영 03)

명화네트

강재성

김종선(경영 85)

박인식(MBA 13)

엄상용(경영 87)

이은호(경영 05)

정찬구(MBA 01)

천호식품

강원(경영 82)

2001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기준

강조원(경영 93)
강충진(경영 70)
고광수(경영 81)

아모레퍼시픽
YVIP기금

서정락(MBA 03)

AMP 58기

김진홍(경영 77)

이정익(AMP 22기)

EMBA 2기

10억 원 이상

손영식(AMP 17기)
송자(상학 55)

AMP 62기

김태우(경영 87)

이정조(경영 73)

GMT(Global Management Track) 백상태(상학 67)

이창훈(경영 75)

MBA 85대 총원우회

아모레퍼시픽

건축 및 발전 기금
100억 원 이상

서경배(경영 81)
10억 원 이상

김승제(MBA 07/AMP 50기)
김영진(경영 75)
김정수(경영 69)

김효준(MBA 98)
박삼구(경제 63)

송영휘(MBA 04)
이동준(MBA 78)

이재범(AMP 56기)
5억 원 이상

고병헌(경영 64)
박지원(경영 84)
송승철(경영 76)
심장식(경영 73)
이문일(경영 86)
이병무(경영 59)

임부자(AMP 43기)
장홍선(경영 58)
국민은행

3억 원 이상

구본걸(경영 76)
권은영(경영 75)

선종구(경영 68)
신희호(경영 77)

심계원(MBA 99)
안교강(MB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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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현 교수

정석주(상학 59)
조락교(경제 55)
조용선(경제 58)
최도석(경영 70)

1억 원 이상

김법용(AMP 77기)
김선영

김영숙(AMP 55기)
김진우(MBA 15)

남궁덕(AMP 57기)
50

AMP 66기
AMP 70기
AMP 71기
AMP 72기
AMP 74기
AMP 75기
AMP 76기
AMP 77기
AMP 78기
AMP 79기
AMP 81기

AMP 골프회
EMBA 4기
EMBA 5기
EMBA 6기

우리투자증권

고한수(경영 70)

EMBA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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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김구재단

씨씨엠플라자

김홍기(경영 75)

경영 83학번 동기회

AMP 65기

AMP 총동창회

AMP 73기

故 임익순 교수 가족
경영 81학번 동기회

AMP 64기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한영재(경영 73)

AMP 63기

황재광(MBA 01)

안용찬(경영 77)
이관식(경영 66)

AMP 61기

김재환(AMP 33기)
성필호(경영 65)

임향순(AMP 30기)
전용배(AMP 34기)
정원철(AMP 81기)
정종진 교수
AMP 53기
AMP 54기
AMP 55기
AMP 56기
AMP 57기

강성민(경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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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문 교수

김성운(경영 69)
김세환(경영 77)

김순무(AMP 43기)
김영주(AMP 63기)
김요대(경영 82)
김용헌(경영 02)
김윤회(경영 73)
김인준 교수

김재후(상학 67)
김정동 교수

김종태(경영 78)
김진우 교수

김태암(AMP 63기)
김태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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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출(AMP 50기)
박상용 교수
박영렬 교수

박영숙(경영 82)
박영진(경영 69)
박태관 학부모
박헌준 교수

방일석(AMP 51기)
배기룡(경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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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Leadership

이정재(산업최고위과정 87) EMBA 3기
이지만 교수
이호근 교수
이호영 교수

이홍기(AMP 47기)
임건신 교수
임수빈 교수

임영균(경영 74)

임용빈(MBA 04)
장대련 교수
장명 교수

장은미 교수

전재훈(응통 75)
전찬민(경영 86)
전현철(경영 77)

정길영(MBA 12)
정대형(경영 86)
정동기(경영 71)
정병철(상학 65)

정성규(AMP 70기)
정세영(MBA 07)
정연택(경영 69)
조남준(경영 68)

백창현(경영 85)

경영 61학번 동기회

손원범(경영 84)

경영 64학번 동기회
경영 69학번 동기회
경영 72학번 동기회
경영 74학번 동기회
경영 78학번 동기회
경영 86학번 동기회
백양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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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준(MBA 01)
황일청(상학 50)
AMP 49기
AMP 51기
AMP 52기
AMP 60기
AMP 80기

신태용(MBA 08)
양일수(경영 82)
오동익(경영 83)
오일환(응통 76)
유재흥(경영 73)
이갑재(경영 82)

상경대학 59학번 입학동창회 이경미

상경대학 60학번 입학동창회 이경호(경영 82)
상학 62학번 동기회

이영섭(경영 84)

서길수 교수연구실 동문

이태호(경영 81)

상학 64학번 동기회
교보문고
남극냉동

선등문화장학재단
연경장학회
영신엠텍

김광오(경영 83)

최선미 교수

신문선(경영 76)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윤용암(경영 75)

주인기 교수

지민호(경영 81)

서진석(경영 84)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유한상(경영 64)

5백만 원 이상

지대섭(경영 72)

방동원(AMP 53기)

MBA 81대 총원우회

조재우(경영 86)

조중래(MBA 12)

박용석 교수

고병순(경영 76)
김규명(경영 75)
김동철(경영 84)
김만수(경영 77)
김병환(경영 85)

김성수(MBA 70)
김성진(경영 85)
김영현(경영 79)
김재훈(경영 83)
김점표(경영 85)
김정우(경영 82)

김준도(MBA 14)
김준석 교수

김태호(경영 84)
남상환(경영 86)
문희성(경영 83)

이주삼(경영 83)
이희환(경영 79)

임경화(MBA 08)
임일 교수

장덕흠(AMP 71기)
장석륭(경영 86)
전성기(경영 85)
정운섭(경영 87)

정종모(MBA 71)
조석연(경영 79)
조성만(경영 85)
조성우(경영 93)
최문호(경영 85)
최정훈(경영 76)
최종만 교수

최태균(경영 81)
한현주(경영 81)
홍성수(경영 79)
홍태호(경영 81)

황병주(AMP 22기)
황의진(MBA 03)
MBA 85대 이글

에스앤파트너스

한국정보공학(주)

박대준(경영 86)

5백만 원 미만

박선주 교수

강동호(경제 68)

박미자 직원

박성래(경제 97)
박성호(경영 88)

가태영(응통 91)
강봉섭(경영 62)
강성태(경영 92)

고성진(경영 91)
고인재(영문 87)
고재진(경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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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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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기(경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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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MBA 09)

故 김석기(AMP 31기)
김석현(경영 91)
김성배(경영 97)

김정주(경영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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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준(경영 97)
김혁주(응통 81)
김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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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만(최고경제인과정 93) 박미경(경영 98)
김송규(MBA 95)

박민희(경영 00)

김순옥(MBA 03)

박병채(MBA 05)

김수관

김승범(경영 67)
김승우(경영 86)

김영만(MBA 94)
김영수(경영 70)
김영숙 직원

김영운(AMP 22기)
김용석(경영 06)

박병욱(상학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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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충섭(식품공학 84)
안상철(경제 87)
안정국(수학 89)

안종윤(AMP 53기)

양희준(경영 97)
연청흠(경영 86)
연치상(경영 98)
염기현(경영 75)
오동규(경영 01)
오세호(경영 98)
오원석(경영 91)
오윤진(경영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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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 88)
이규택(경영 72)
이근식

이근호 직원

이기석(MBA 05)
이기성(경영 73)
이도경(경영 03)
이도신(경영 92)
이명우(상학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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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신(경영 87)
이용구(경제 80)

이원섭(경영 84)
이장원(석사 07)

이장화(MBA 07)
이종달(경영 70)

이종보(MBA 86)
이종윤(경영 88)

이준근(MBA 05)
이진범(경제 94)
이진원(경영 85)
이찬형(경영 69)
이창주(경영 87)
이창현(경영 93)
이태우(경영 10)

이필수(MB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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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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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환(AMP 50기)
정동학(상학 65)
정만원(경영 70)
정민지(경영 03)
정병수(경제 73)
정성래(경영 84)
정성원(경영 88)
정성호(경영 91)

정성필(AMP 7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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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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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용(경제 70)
정택진(경영 81)
정희철(경영 85)

조길용(AMP 13기)
조석준(MBA 08)
조성연(MBA 06)
조성우

조성출(경영 91)
조영욱(경영 87)

아이엑스엘코리아
케이디파워
케이에스엠
코스닥라인

한림마린서비스
한림티앤씨

한화투자증권

조정환(MBA 16)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진용균(경영 69)

26구좌

조재성(MBA 16)
진선근(경영 92)
차현덕(경영 69)

채성수(MBA 13)
최거헌(경영 97)

최광룡(AMP 52기)
최금화(MBA 08)
최병우(경영 61)
최병해(경영 94)

최승준(정경원 07)
최영준(상학 64)

최인우(MBA 00)
최일명(경영 96)
최재범(경영 90)
추연욱(경영 93)
한상현(경영 88)
한영일(경제 66)
한유(상학 60)
한인철 교수

한충섭(경영 88)
한현주(석사 05)

김준도(MBA 14)
25구좌

AMP 총동창회
20구좌

이성문(경영 77)
16구좌

이홍기(AMP 47기)
15구좌

하태석(AMP 63기)
자녀 하상수

12구좌

김대열(경영 75)

자녀 김민지(경영 05)

허과현(MBA 76)

10구좌

허인철(경영 79)

경정수(AMP 78기)

허용석(경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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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 4기 장학금수혜 3인
MBA 52기

MBA 87기 야간통합과정
MBA 총동창회

강병천(경영 77)

고종태(AMP 77기)
구학서(경제 66)
김규명(경영 75)

김윤성(MBA 15)
남윤성(MB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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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B A/S 특강 참가자

박형건(경영 80)

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송승철(경영 76)

경영 60학번 동기회
대우가스보일러

동양종합금융증권

설도원(박사 04)
양동훈(박사 01)

이동우(MBA 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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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고은숙

자녀 이로사 이채라

이병남(경영 82)

정찬규(AMP 77기)
부인 심혜영

자녀 정준희 정수인
다솜인터내셔널

자녀 이원재 이민재

이주섭(AMP 66기)
자녀 이기열

장덕흠(AMP 71기)
장명 교수

최상기(MBA 15)

조웅기(경영 85)

4구좌

9구좌

김두열(AMP 65기)

이서영(MBA 14)
8구좌

권오국(AMP 65기)
부인 조선례
자녀 권기훈

현창수(AMP 49기)
부인 백경옥

6구좌

김창수(경영 81)

이정익(AMP 22기)
부인 윤영자

자녀 이준규 이윤정
이진경

사위 김영석
5구좌

고재희(AMP 64기)
부인 정부선

자녀 고다혜 고승환

구대회(경영 99)
부인 김현지
자녀 구연희

부모 구달서 이부자

권승화(경영 76)
권응구(경영 65)
김상진(경영 76)

김성찬(MBA 15)

강승렬(경영 83)

김상희(MBA 09)

김윤회(AMP 59기)
부인 김영미

자녀 김태현 김태우

김재일(MBA 13)

손영식(AMP 17기)
부인 이순자

자녀 손대협 손정옥
손주연

우덕기(경영 76)

윤대인(MBA 14)
부인 구수진

자녀 윤서영 윤승민
윤형민

이경록(MBA 14)
부인 손나리

52

2구좌

강의철(경영 02)

부인 김경진(경영 05)

강일송(AMP 78기)
구호림(경영 82)
자녀 구주형

김광수 직원
김동훈 교수

자녀 김희선

김봉숙(MBA 14)

김주환(MBA 13)
박상용(석사 11)

부모 박윤순 한현자
매 박지영

손영근(AMP 73기)
부인 문미희

자녀 손세웅 손세준

이종달(경영 69)
익명(경영 93)

김병우(AMP 77기)
남편 소환순

김성원(MBA 02)
김세호(석사 04)

부인 신혜선(석사 07)

이준환(경영 11)
이철형(경영 01)

부인 이주연(경영 01)

임봉희(AMP 52기)
임부자(AMP 43기)
남편 박종인

임수빈 교수

부인 김수원(식품영양 90)

쟈니덤플링(응통 86)
정기범(MBA 13)

부인 송경주(의류환경 93)

정수원(경영 70)
정연택(경영 88)
부인 문희

정정인 직원

자녀 최지혜

정종진 교수

정현호(경영 78)
차재호(경영 74)

최 은(AMP 54기)
최선미 교수

남편 김상근

김수연(박사 13)

최예지(경영 09)

김승우(MBA 96)

한승기(AMP 66기)

모 정성여

김임환(MBA 13)
자녀 김태은

부 최윤건

황사용(MBA 13)

정성택(AMP 67기)

김제성(MBA 86)

1구좌

3구좌

김주한(AMP 78기)

강다원(경영 11)

김상기(경영 69)

김상연(AMP 77기)
김종근(경영 69)

김창권(AMP 77기)
백우석(경영 71)

송성호(AMP 77기)
안택수(상학 60)

자녀 안소은(체교 92)
사위 차창훈(정외 85)

이일규(경영 59)

변희경(MBA 14)

한상덕(경영 69)

사위 연승환(경영 99)

자녀 김반디(식품영양 99)

박영인(경영 72)

자녀 변준성 변준영

부모 최영열 권기연

김명환(MBA 84)

원제철(AMP 47기)

변기욱(MBA 04)

자녀 최성민

최호식(MBA 06)

부인 원진순

김수진(MBA 15)

박동희(AMP 78기)

부인 함영미

김제세(AMP 78기)
김화중(경영 76)

박인호(MBA 89)
백기범(MBA 97)
백성욱(경영 76)
부인 김은숙

백창현(경영 85)
송상철(경영 92)
안강현 교수

엄석종(MBA 14)
자녀 엄태경

이윤(AMP 77기)

오태환(MBA 69)

이재익(경영 69)

유희동(상학 64)

이종수(경영 69)

이종화(AMP 53기)
이준영(MBA 13)

자녀 이은경 이현경

유상호(경영 78)

부인 김동숙(상학 64)

윤정호(경영 69)

이강남(MBA 12)

부인 최지선(심리 84)

임주재(경영 72)

이덕연(AMP 78기)

정예림 교수

이승순(석사 06)

장경득(AMP 66기)
부 정창현

이모 박민숙

차승훈(경영 82)

차재권(MBA 13)

자녀 차지희 차지민

최순규 교수

이두원(경영 83)
부인 진보영

이장화(MBA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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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덕식(경영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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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철(경영 92)
강윤구(경영 88)
강윤석(경영 83)
강원(경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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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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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중(경영 02)

김덕산(경영 02)

김성호(경영 87)

김일우(경영 04)

김철희(AMP 76기)

노병용(경영 69)

박상언(MBA 09)

박주언(경영 96)

서영환(경영 69)

신무현(AMP 51기)

고은봉(경영 66)

김도성(경영 75)

김세영(경영 66)

김일윤(MBA 11)

김치걸(경영 73)

노성수(AMP 73기)

박상욱(경영 91)

박준석(경영 92)

서윤지(경영 07)

신민영(MBA 11)

고연기(경영 93)
고은선 직원

고인홍(MBA 12)
고일상(경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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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영(박사 04)
곽한결(경영 05)
곽형선

구대환(AMP 59기)
구본창(경영 71)
구재상(경영 83)
구현모(경영 11)
권경환(경영 69)
권구혁 교수

권국주(경영 64)

권기찬(MBA 99)
권성문(경영 81)
권승희(경영 70)
권재석(상학 66)

권지훈(AMP 78기)
권혁무(상학 63)
금정호(경영 84)
금중갑(상학 65)
기대웅(경영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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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경영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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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홍(경영 83)
김록형(경영 08)
김만동(경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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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래(경영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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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경영 75)
김영진(경영 75)
김영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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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운(경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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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AMP 78기)
김지현 교수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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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한(AMP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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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석사 04)
김현(경영 73)
김훈(경영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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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태 학부모

남명우(경영 90)
남상만(경영 69)
남상민(경영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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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봉(경영 86)

남진호(MBA 95)

노석진(MB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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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규(경영 77)

박상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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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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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범(경영 02)
박준영(AMP 78기)
박준현 직원

박중길(경영 83)

박지숙(문헌정보 83)
박지웅(경영 11)
박진호(경영 83)
박창언(경영 75)
박창호(경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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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탁(MBA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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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렝게(경영 07)

소원영(MBA 06)
소재환(경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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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자(상학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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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영(상학 67)
신성호(경영 79)
신세영 직원

신수용(경영 79)
신승철(경영 90)
신승훈(상학 65)
신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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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명규(경영 09)
심상준(경영 73)
심상학(경영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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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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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MBA 14)

유재준(경영 06)

이규홍(경영 85)

이선우(경영 15)

이재은(MBA 11)

인치정(경영 79)

정길영(MBA 12)

조성우(MBA 11)

최인우(MBA 02)

홍기석(경영 79)

전상표(AMP 42기)

SK텔레콤

김병배(경영 70)

양덕우(경영 00)

유준범(경영 04)

이근호 직원

이성재(MBA 06)

이재찬(경영 79)

임경화(MBA 08)

정동일 교수

조성표(경영 77)

최재범(경영 90)

홍득기(경영 87)

AMP 68기

다음커뮤니케이션

김용헌(경영 02)

양대섭(경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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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숙(박사 10)
오위(석사 14)

오재갑(MBA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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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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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경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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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상학 61)

이가림(박사 10)
이강만(경영 74)
이강석(경영 85)
이강섭(경영 83)
이강원(경영 77)
이경선(경영 02)
이경하(경영 78)
이경호(경영 73)
이경훈(상학 63)
이경희(경영 03)
이광우(경영 70)
이광주(경영 67)
이광철 학부모

이광호(경영 61)
이국현(경영 89)

이규화(경영 94)
이기주(경영 71)
이기환(경영 02)
이길우(경영 02)
이길우(경영 83)
이길호(경영 83)

이나경(MBA 14)
이대영(경영 13)
이대형(경영 98)
이도신(경영 92)
이동욱(경영 83)
이동원(경영 88)
이동원(경영 90)

이동주(MBA 13)
이동진 교수

이동헌(경영 64)
이동현(경영 90)
이동호(경영 86)

이두형(MBA 14)
이득영(경영 77)
이루리(박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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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구(경영 69)
이석근(경영 76)
이석진(경영 76)

이선효(경영 76)
이성재(경영 93)
이성훈(경영 79)
이세훈(경영 83)
이수연(경영 72)
이승렬(경영 69)

이승배(MBA 15)
이승연 교수

이승은(경영 10)
이승일(상학 64)

이승준(AMP 78기)
이승철(경영 85)
이승하(경영 76)
이승현(경영 81)
이승훈(경영 03)
이승훈(경영 96)
이시배(경영 79)
이연호 교수

이영근(경영 82)
이영면(경영 80)
이영민(경영 05)
이영신(경영 87)
이영준(경영 04)
이영태(경영 76)
이영한(경영 91)
이영호(경영 97)
이용복(경영 75)
이용석(경영 98)

이용우(행정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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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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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Leadership

이재은(박사 07)
이재찬(상학 67)
이재철(경영 14)
이재호(경영 79)
이전갑(경영 66)
이정규(경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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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이희옥 학부모

이희정(경영 71)

임건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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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 교수

임일순(경영 83)
임재동(경영 71)
임재만(경영 82)

임재섭(MB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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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영(경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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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경영 95)

정재훈(MBA 05)
정재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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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운(MB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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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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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은(경영 92)

채영호(AMP 13기)
천호기 학부모

최경희(경영 62)

최광식(MBA 00)
최국주(경영 90)
최규설(경영 79)
최근호(경영 08)
최다혜(경영 08)
최동석(경제 87)
최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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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경영 65)
최인실 직원

최재관(MB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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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현(경영 88)

한세웅(MBA 11)
한승진(경영 03)
한신규(경영 83)
한영재(경영 73)
한우림(경영 14)
한정호(경영 03)

홍덕표(경영 77)
홍복기 교수
홍성찬 교수

1천만 원 이상

홍순엽(MBA 00)

고은봉(경영 66)

홍수진(경영 86)

허인철(경영 79)
허재성(경영 77)
허정석(경영 88)

김용운(AMP 16기)

황병주(AMP 22기)

김창수(경영 81)

황석연(경영 87)

김학수(경영 71)

황성경(MBA 14)

라제훈(경영 69)

황성호(경영 83)

서창우(경영 78)

황원근(MBA 13)

손석우(경영 83)

황유경(경영 14)

신용한(경영 88)

황윤성(석사 14)

안용찬(경영 77)

황은미(MBA 02)

오광성(경영 71)

故 황일청(상학 50)

이경미

황재광(MBA 01)

이두철(AMP 38기)

황재훈(경영 81)

이재익(경영 69)

황정수 직원

이정익(AMP 22기)

황정원(MBA 01)

장홍선(경영 58)

황한택(경영 67)

전찬민(경영 86)

황화숙(상학 63)

정용화(경영 66)

Kenneth Hansen

조우제(경영 94)
조재우(경영 83)

AMP 골프회
EMBA 3기
EMBA 4기

MBA 87대 원우회

Dept. of veterans affairs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경영 83학번 동기회
경영 86학번 동기회

현상재(경영 00)

선등문화장학재단

구재상(경영 83)

삼성전자
성주재단
시몬느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에스비에스아이
오리온

우리은행

웅진씽크빅
이마트

일진전기
장금상선

천일서암장학재단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유기성(경영 06)

5백만 원 미만

전용환(경영 06)

손지웅(경영 05)

염기현(경영 75)
이원규(경영 75)
정태한(경영 75)
지신상(경영 75)
AMP 61기
AMP 63기

AMP 75기 2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외환펀드서비스

5백만 원 미만

외환캐피탈
티켓몬스터

하나SK카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성용훈(경영 00)

JSC기금

패션그룹형지

5백만원 미만

하나다올신탁

포스코경영연구소

하나대투증권

하이드로젠파워
하이마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일재단
현대증권
김경휘(경영 83)
박천택(경영 86)
송자(상학 55)
신현한 교수

이종화(AMP 53기)
AMP 52기
AMP 70기
AMP 71기
AMP 72기

AMP 총동창회

하나다올자산운용
하나생명

하나아이앤에스

MBA 78대 원우회

CJ CGV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5백만 원 미만

김대균(경영 87)

YSB 2016 Annual Report

김영진(사회 00)

하나저축은행

Class Gift 2011

한우리장학재단

학부

하나캐피탈

삼일회계법인
5백만 원 미만

이종은(경영 87)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China Daily Asia Pacific Limited 1천만 원 이상

아이엑스엘코리아

LG전자

연합인포맥스

경영학과재무분야
발전기금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GS건설

동부문화재단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하나금융지주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재단법인홍모·수민장학회

CJ 제일제당

김태환(경영 05)

외환선물

ING 생명보험

최순규 교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노키아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재연덕수상고
5천만 원 이상

미래에셋증권

안종현(경영 75)

도원식(경영 06)

1억 원 이상

AMP 57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롯데쇼핑

한국쓰리엠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노근현(경영 06)

박재돈(AMP 53기)

AMP 56기

AMP 67기

라인플러스

김유승(경영 96)

황병주(AMP 22기)
AMP 55기

최희규(경영 83)

대정장학회

회계발전기금

AMP 54기

이두원(상학 58)

대상주식회사

김보성(경영 97)

5백만 원 이상

AMP 53기

김영진(경영 75)

노루홀딩스

한영재(경영 73)
한태식(경영 61)

심장식(경영 73)

허진(경영 90)

허찬회(경영 83)

김영호(AMP 52기)

홍태호(경영 81)

김정수(경영 69)

허우린(경영 11)

김성찬(석사 98)

홍지은(MBA 11)

함창용(경영 71)

허용석(경영 76)

김낙찬(AMP 67기)

홍종국(경영 77)

1억 원 이상

허소길(경영 69)

김경배(경영 83)

홍윤지(경영 10)

한태식(경영 61)

허석균(경영 79)

권오국(AMP 65기)

홍유빈(경영 07)

연경장학회

허기태(MBA 89)

구본걸(경영 76)

홍영건(경영 66)

한창균(경영 79)

허광식(경영 83)

고한수(경영 70)

홍승재(경영 79)

5억 원 이상

함종욱(경영 81)

강호찬(경영 95)

홍순준(경영 02)

한종수(경영 80)
한창직(경영 75)

MBA 총동창회

홍성식(경영 09)

장학재원 기금

한종엽(경영 92)

AMP 69기

홍사영(상학 63)

한정훈(경영 06)
한정희(경영 83)

조종환(경영 83)

트루윈

5백만 원 이상
한국얀센

5백만 원 미만
박명렬 교수

이영호(경영 97)

강지윤(경영 06)
고양중(경영 02)
권오승(경영 03)
김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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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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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경영 03)

정상용(경영 05)

강민정

박준석

이정득

김도형(경영 05)

안동산(경영 04)

조승우(경영 08)

김성열

이종현

도영우(경영 03)

박상용(석사 11)

오세규

김보귀(경영 04)

김형규(경영 04)

정지수(경영 05)

강현명

박진형

이종성

김동훈(경영 04)

안진아(경영 06)

조용호(경영 07)

김성호

이준명

모희(경영 09)

서금희(석사 08)

윤재웅

김수진(경영 08)

김현선(경영 05)
노우성(경영 03)
민경실(경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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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화(경영 01)
서진(경영 06)

서진영(경영 03)
손인석(경영 03)
손정균(경영 05)
송권영(경영 04)
송수길(경영 07)
송연화(경영 06)
송재혁(경영 03)

정선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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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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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석(경영 03)

석박사

심요한(경영 04)

김상일(박사 07)

심규환(경영 05)
양우현(경영 04)
왕태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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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신(경영 04)
이훈성(경영 04)
이힘찬(경영 04)
임동섭(경영 04)
임승혁(경영 04)
임영롱(경영 04)
임현정(경영 04)
장수한(경영 06)

구현정(석사 09)
김영대(박사 03)
김지연(석사 09)
라미령(석사 08)
리은경(석사 09)
모배권(석사 06)
박주진(석사 09)
박태훈(석사 09)
옥지웅(석사 07)
유성훈(석사 05)
윤영수(박사 03)
이기현(박사 07)
이아현(석사 09)
이은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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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헌(경영 03)

MBA 09

정다운(경영 03)

강민정

장한나(경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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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unbold Gombojav

강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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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준
박민숙
박상언
박석환
박성용
박성조
박성주
박수범
박영호
박원준
박은주
박장규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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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범
이경주
이남진
이동욱
이동준
이민아
이병진
이상우
이상원

이정숙
이진일
이철

이태연
이태호
이형규
이홍준
임계영
임동수
임선아
장은정
장재영
장희영
정우열
정의선
정재웅
정재형
정재훈
정창현
정현수
조영상
조영수
조지연
조혜련
진태원
차정희
최기호
최서룡
최석훈
최승빈
최우일
최우제
탁연정
한경호
한덕연
한승준
허민회
허융
허준

황경곤
황병필
황일환

이상현

Class Gift 2012

이성민

학부

이연학

강진우(경영 04)

이생재
이소라
이영상
이영신
이이진
이장훈
이재민
Creative Leadership

강성협(경영 05)
강창희(경영 07)
고경진(경영 05)
고경환(경영 04)
곽은영(경영 05)
김경태(경영 02)

김동주(경영 04)
김민우(경영 08)
김상일(경영 03)
김시현(경영 03)
김우아(경영 07)
김정기(경영 04)
김정명(경영 03)
김준효(경영 08)
김지은(경영 05)
김지혜(경영 06)
김태정(경영 04)
김태혁(경영 04)
김현우(경영 04)
김현준(경영 05)
김형준(경영 04)
김혜영(경영 07)
김확렬(경영 08)
남상덕(경영 03)
남윤승(경영 04)
노가영(경영 06)
노근현(경영 06)
문기성(경영 04)
박경찬(경영 06)
박기영(경영 04)
박기홍(경영 04)
박성수(경영 04)
박수정(경영 05)
박종필(경영 04)
박준영(경영 04)
박준호(경영 05)
박지수(경영 07)
박찬민(경영 04)
박철오(경영 08)
박태준(경영 04)
박해수(경영 07)
박현규(경영 04)
박현지(경영 07)
백성희(경영 07)
백운도(경영 03)
변정윤(경영 07)
서원교(경영 04)
서정원(경영 05)
손소현(경영 06)
송민지(경영 08)
송승아(경영 05)
송유경(경영 05)
송인성(경영 04)
송재원(경영 08)
송정윤(경영 03)
송지섭(경영 05)
신단비(경영 08)
신정우(경영 05)
신채은(경영 05)
심영보(경영 04)

안정수(경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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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현(경영 07)
이강욱(경영 05)
이경원(경영 04)
이광용(경영 04)
이광희(경영 05)
이동욱(경영 04)
이슬(경영 07)

조용준(경영 03)
조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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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경영 04)

현지은(경영 07)
홍성은(경영 07)

이영선(경영 05)

석박사

이원제(경영 07)

김혜미(석사 10)

이예솔(경영 07)
이유진(경영 05)
이재형(경영 04)
이정민(경영 07)
이정환(경영 05)
이정훈(경영 05)
이지인(경영 06)
이태현(경영 06)
이한(경영 04)

임그린(경영 07)
임상은(경영 07)
임상혁(경영 04)
임철성(경영 04)
임현민(경영 05)
장미리(경영 05)
장세경(경영 07)
장수찬(경영 07)
장은지(경영 05)
장재웅(경영 05)

김기수(석사 10)
김홍(박사 08)

송성애(석사 10)
신현준(석사 10)
이경화(석사 10)
이길태(석사 10)
이원석(석사 10)
이철원(석사 07)
정기위(박사 08)
조효배(석사 09)
진하(석사 10)

채수준(박사 09)
MBA 07
송주호

MBA 08
장기호

장혜림(경영 08)

MBA 10

전범준(경영 02)

강민석

전미선(경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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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f Karlen
강성준
강천기
고병운
고석환
권광호
권영윤
김대철
김대헌
김동수
김상순

김성택
김수한
김영건
김영근
김용식
김용태
김은경
김인규
김재완
김정환
김종환
김진갑
김진숙
김진숙
김창근
김창형
김태승
김한준
문웅상
박석돈
박영웅
박일동
박중원
박춘홍
백상현
변현근
서보희
손기영
손기종
손원형

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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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구

Class Gift 2013

안정진

학부

오영우

강수민(경영 09)

안병욱
양주윤
원종규
유성원
유태인
윤덕수
윤법렬
윤치영
이건학
이관우
이국성
이동우
이동훈
이민석
이수영
이슬기
이용권
이용희
이은경
이재범
이종근

강미나(경영 09)
권경환(경영 05)
권대웅(경영 05)
권유경(경영 08)
김대훈(경영 04)
김동민(경영 09)
김동완(경영 04)
김동우(경영 04)
김동현(경영 05)
김미나(경영 08)
김범수(경영 05)
김상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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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종환(경영 05)
민재원(경영 08)
박극렬(경영 10)
박보미(경영 07)
박주홍(경영 06)
박현재(경영 08)
방현준(경영 05)
배인해(경영 07)
배현성(경영 09)
서석완(경영 07)
서윤지(경영 07)
서정윤(경영 08)
송지영(경영 08)
신재승(경영 05)

배창현(석사 11)
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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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웅(경영 05)

MBA 10

안자인(경영 09)

이윤희

심정훈(경영 06)
양준영(경영 08)

고진배

오윤영(경영 08)

MBA 11

이강휘(경영 05)

강지선

오효석(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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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아(경영 05)
황필순(경영 04)
석박사

고옥결(석사 11)

강우석
계승효
고광수
권경미
김동욱
김미혜
김민선
김상연
김성원
김수

김수정
김수현
김재범
김정민
김종진
김준석
김태범
김태성
김태훈
김현옥
나호섭
류근선
류성현

유준수
윤현진
이강복
이동엽
이득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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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식

Class Gift 2014

박광인

학부

변윤상

강한수(경영 06)

박경택
박현창
서시연
송승룡
송진헌
신나라
신현우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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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경영 08)
관명(경영 09)

김나정(경영 09)
김맑음(경영 05)
김민수(경영 08)
김민정(경영 09)
김민지(경영 08)

김선익(경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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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연(경영 10)
김혜은(경영 10)
김희준(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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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승환(경영 06)
백성희(경영 07)
서연진(경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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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경영 08)
이요한(경영 10)
이윤석(경영 04)
이은일(경영 09)
이인엽(경영 07)
이장훈(경영 07)
이정현(경영 10)
이정훈(경영 07)
이준연(경영 09)
이준원(경영 07)
이지아(경영 09)
이혁주(경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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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경영 08)
이혜진(경영 09)
이호준(경영 05)

MBA 09
정지웅

임유나(경영 09)

MBA 11

임진우(경영 07)

류건형

임준혁(경영 06)
임홍섭(경영 08)
장순규(경영 06)
장영진(경영 09)

김기태
유혜진
이상일

전용환(경영 08)

MBA 12

전은상(경영 10)

고인홍

전유진(경영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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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예린(경영 05)
최고운(경영 06)
최고은(경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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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강경선(석사 11)
김자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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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련(박사 09)
초옥(석사 11)

최성호(석사 12)
표경민(박사 10)

강순석
고한규
구경영
권정훈
기응수
김강정
김낙균
김미영
김상일
김성주
김성현
김우식
김정호
김지나

문고운

조문진

문찬양(경영 10)

정봄이(경영 09)

심성보

김선형(경영 10)

윤태완(경영 10)

조예림(경영 13)

김철수

이정훈B

노혁인(경영 09)

조상현(경영 07)

정서진

조상현

박상기(경영 09)

정효원(경영 10)

안중화

김소명(경영 10)

윤형석(경영 10)

조은지(경영 12)

남기준

이정훈A
이창원
이해리
이호철
임신옥
전민형
전종웅
전행옥
정기호
정민정
정재민
정진호
조성환
주민규
최종훈
최준의
최현숙
한성훈

AMP 66기
이은희

학부

김현호

강민주(경영 08)

김현규
남상직
노석진
노현승
박남수
박성준
박정우
박희갑
박희열
배상헌
서정욱
심형섭
안보경
안상현
안승준
양일수
양재훈
연규선
오병성
오신영
오해영
이강남

MBA 0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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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경영 07)

김태균

Lixia

유희열

나명하(경영 09)

Class Gift 2015

Hsu Mon Yee(석사 11) 윤창민

박병현

이인재

김지현
김진형

이상현
이신호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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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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열(경영 06)

김민준A(경영 07)

김민준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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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오(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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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주(경영 11)
송미선(경영 09)
송지현(경영 09)
신승환(경영 07)
신영호(경영 06)
안성준(경영 06)
안유정(경영 10)
안채린(경영 14)
엄민지(경영 10)

조동갑(경영 06)
조우용(경영 08)
조택림(경영 10)

MBA 13

지인배(경영 07)

NITCHAMAN

조희곤(경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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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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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환(경영 07)

석박사

우승현(경영 14)

Liu enyu(석사 11)

왕미나(경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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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린(경영 10)
이효직(경영 14)
전한솔(경영 09)
전효인(경영 09)
정민경(경영 10)
정샘나(경영 09)
정세연(경영 10)
정지훈(경영 09)
Cre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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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g Shibei

THANAWAN
고지혜
권성달
권지영
김기환

조민재
지영인
채미경
채정은
한승민
한진선
함현수
홍원선
황원근

김길주

MBA 14

김미정

이상원

김동한
김상원
김소연
김임환

이병우
황현실

김진규

Class Gift 2016

박병찬

학부

박현우

ZENG YAJIE(경영 12)

김현진
박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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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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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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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치(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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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솔(경영 11)

홍정민(경영 08)

안종호
오은경
유기용
유상우
유치영
윤대인
윤용석
이미연
이병우
이영은
이원재
이윤정
이지은

신수연(경영 14)

석박사

신재환(경영 07)

GAO MIN(석사 14)

정연승

강수언(석사 13)

최승희

신영섭(경영 07)
신현수(경영 11)
엄상규(경영 11)
오수경(경영 09)
오정아(경영 10)
오태림(경영 09)
왕태빈(경영 09)
원지윤(경영 09)
유병수(경영 06)
윤석일(경영 11)
윤성춘(경영 10)
윤준원(경영 09)
이동명(경영 09)
이동진(경영 09)
이명원(경영 10)

Baatarnyam Anujin(석사 14) 이화연
WANG ZHUYI(석사 14) 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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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석(경영 11)

MBA 14

이수정(경영 10)

권누리

이새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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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강정화
김경진
김유림
김윤일
김은경
김정호
김정환
김준도
김진태
노건호
류현석
문영화
박소영
서정기
선동지
손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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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아(경영 11)

김성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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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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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나(경영 13)
이기찬(경영 10)
이도연(경영 09)
이민호(경영 13)
이상민(경영 09)
이상호(경영 09)
이선경(경영 10)
이선민(경영 12)
이세진(경영 11)
이소정(경영 12)
이수현(경영 12)
이승현(경영 13)
이용현(경영 09)
이우창(경영 10)
이웅교(경영 07)
이유나(경영 12)
이유진(경영 11)

조은비(경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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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노승미
류지현
류춘길
박기성
박명수
박선아
박선영
배은주
배준영
백상천
백재완
상지현
서봉균
서종원
신보미
신창화

이윤희(경영 13)

석박사

이정빈(경영 10)

Pham Thi Minh Xuan(석사 14) 윤한일

이은정(경영 11)
이준환(경영 11)
이지성(경영 09)
이지윤(경영 10)
이창우(경영 10)
이한재(경영 07)
이현승(경영 10)
이현직(경영 10)
이형민(경영 10)

Pu Hongjin(석사 14)

윤혜준

김승현(석사 14)

이누리

김문정(박사 11)
박설우(박사 12)
박지혜(박사 05)
배창현(박사 13)
전경미(박사 07)

이혜미(경영 12)

MBA 14

임승현(경영 10)

나정국

임수현(경영 13)
임정윤(경영 12)
장서우(경영 10)
장성원(경영 10)
장시원(경영 12)
장태익(경영 10)

김일남
유정민
윤지영
이명배
이종석

전지훈(경영 09)

MBA 15

전형만(경영 11)

Kaitlyn Carroll

전치형(경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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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헌

Ei Kay Zin Soe(석사 14) 유은정

Abhinandan Saini
Tariq Almadani
고진국
김무전
김도연
김수진
김용호
김우석

이경훈
이동우
이상무
이승배
이언석
이원준
이진호
이현정
이형석
전명훈
전호진
정연태
정한호
조상열
조윤주
주민영
차정원
최상기
최은정
최현정
MBA 16
이석우

김윤성
김은정

※ 연세경영 기금 약정자 명단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2016학년도)까지 경영대학 기금에 약정해 주신 개인, 단체 및 기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부금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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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B 2016 Annual Report

59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당신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예우 내역
구분
감사카드

센테니얼 월
기부자 이름 각인
Donor Wall
기부자 이름 각인
소식지

기념품(독수리액자)

120만 원
캠페인
Ｏ
Ｏ

Ｏ

2백-1천만 원
미만
Ｏ

Ｏ

Ｏ

연세달력

도서관 이용
(도서 열람 및 대출)
공간명명

독수리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자유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250시간

Ｏ

Ｏ

Ｏ

30%

무료주차(연간)

진리

1억 원 이상

건강검진

진료편의(동행서비스)

무악

5천만 원 이상

20%

진료비 감면

청송

1천만 원 이상

부속교육기관
학비감면
특수대학원
학비감면

백양

Ｏ

Ｏ

Ｏ

Ｏ

Ｏ

20%

30%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30%

30%

50%

100%

30%

50%

100%

10%

20%

50%

100%

500시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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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 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제공

250시간

제공

20%

제공

30%

제공

50%

100%

※ 위 예우 내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문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납부 방법

일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Tel. 02-2123-5455 Fax. 02-2123-8639 E-mail. ysb-edo@yonsei.ac.kr

발행인 엄영호 발행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기획 및 디자인 프로스트아이디어(Tel. 02-544-4811)
2016 Annual Repor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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