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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다시 한 번 소중한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
다. 먼저 지금까지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창립 100주년을 맞
아 매우 뜻 깊은 해를 보냈습니다. 동문을 포함한 많은
후원자 분들의 기부로 건축을 시작한 경영관이 마침내
완공된 것은 가장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100
주년 기념식을 포함해 국내외 석학들의 새로운 논문 발
표의 장이 되었던 국제 심포지엄,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
학장님들과 함께 교류와 발전을 모색한 딘스 라운드테
이블(Dean’s Roundtable)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
기도 했습니다.
창립 100주년의 한 해를 보내면서 연세경영은 지난 100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자긍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미래 교육 100년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매우 적절한 시
기임을 인식하고 심도 깊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경영은 ‘창업 교육’, ‘융합 연
구’, 그리고 ‘K-Management’ 등을 새롭게 추구해 나갈 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 역시 혁신적인 창업
교육은 물론 교내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문 간
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융합을 추구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학문 연구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
라 기업들의 사례와 경영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에 전파하고자 합니
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연세경영의 의지입니다.
이외에도 연세경영은 창의적 열정을 통해 세계 명문 대학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진정한 Global YSB의 완성
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창립 이래 오직 학문의 정도만을 고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른 리
더만을 배출해온 참된 가치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연세경영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명제는 우리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
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이 하나 되어 더 크고 넓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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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이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다
미.래.를 이끌다

201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은 연세경영.
지난 10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리더를 양성해온 연세경영은,
지난 역사를 이정표 삼아 더 큰 미래를 준비한다.
새로운 경영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
그 위대한 첫 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를
움직이는 힘!
연세 건학정신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연세 이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이다.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우리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힘껏 발휘한다.

소통의 공간, 아뜨리움
경영관 중심부인 2층에 위치한 3층 높이의 아뜨리움은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부하고
연구하며 소통을 통한 창의성을 키워나간다.
기부의 아름다움을 새기다
경영관은 연세경영 동문을 포함한 4,200명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경영관은 도너 월(DONOR WALL), 센테니얼 월(CENTENNIAL WALL), 명예의 전당 외에
강의실 등 주요 공간에 이분들의 이름을 새겨 학교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자연 친화적 건물의 완성
경영관은 국내 대학 최초 국제 친환경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테라스 가든, 선큰 가든 등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Y S B

VISION
YSB, the First & the Best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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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핵심 가치
3대 핵심가치는 연세경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연세경영은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연세경영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경영 리더들의 인성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 연세경영의 교육 미션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CLC,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을 도입하여
창의성(Creativity), 윤리성(Integrity),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
세 가지 핵심가치 함양을 추구한다.

새로운 글로벌 시각의 추구
연세경영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진정한 글로벌화의 시작이란 취지에서
휴게 공간, 정원, 도서관, 라운지 등의 많은 공간을 순우리말로 명명하고
이를 한글과 영어로 표현해 글로벌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언제나 새롭고
넓고 바른 연세경영의 길
1915년 창립 이래 오직 학문의 정도만을 고집하며 바른 인재를
양성해 온 연세경영. 수준 높은 교육으로 세계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연세경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미래를 이끌어 가는 올바른 리더를 키워 나갈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연세경영

1915년 최초의 근대적 경영학 교육 기관으로 출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경영학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연세경영.
100년이 흐른 지금,
연세경영은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서,
글로벌 감각과 창의성, 그리고 윤리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연세경영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100년을 위해 새로운 교육방향으로 창업을, 융합과
K-Management를 새로운 학문적 주제로 선정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연세 역사의 계승 발전
용재관 터에 지어진 경영관은 용재관 타워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1층에 용재홀이란 오디토리움을 마련하는 등 연세 역사의
계승 발전을 도모했다.

SPECIAL THEME

기쁨과 감사를 담아, 경영관 봉헌식

연세경영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다

봉헌식과
동문 초청 경영관
OPEN HOUSE

‘경영관 봉헌식’은 용재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정갑영 총장, 송자 전 총장, 김석수 법인이사
장을 비롯한 법인이사, 박삼구 연세대 총동문회장, 서경배 상경·경영대 동창회장, 이종
화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 이홍기 AMP 총동창회장 등 동창회 전·현직 회장과 김
효준 BMW Group Korea 대표이사 사장, 이재철 대지철강 회장을 포함한 동문 등 150여
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봉헌식은 경영관 탄생을 기념해 연세경영의 새로운 시작을 천명함과 동시에 경영관 건립
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
갑영 총장은 “2012년 총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부터 큰 현안 중 하나였던 경영대학 신축 건
이 마침내 완공되어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 새로운 경영관을 통해 연세 경영이 한국을 넘
어 세계 경영학의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경영관 완공을 자축하고 격려하다
한편 ‘경영관 Open House’는 고병헌(경영 64, 금비 회장), 김영진(경영 75, 한독 대표이
사 회장), 이종화(AMP 53기, 송담물산 회장), 이홍기(AMP 47기, 골드라인 회장) 등 전·
현직 동창회장을 포함해 250여 명의 동문과 송자(상학 55), 김기영(상학 57) 교수 등이 참
석해 경영관 완공을 자축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행사는 연세경영 홍보대사 비즈연(BizYON)이 동문들에게 경영관을 소개하는 사
전 프로그램에 이어, 김동훈 학장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의 하이라이

경영관 건축비 재원
본부차입금12%

트는 단연 도너 월(Donor Wall) 제막식. 몬드리안식 디자인을 컨셉으로 2층 아모레퍼시
픽 아뜨리움 한 쪽 벽면에 학교 발전에 기여한 850여 명의 개인과 단체 기부자 이름을 새

모금액
64%

총 건축비
550억원

상남경영원
지원금 4%

겨 설치한 도너 월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공한 경영관 오픈과 맞물려 더 큰 감동
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경영관은 120만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참여자들의 이름이 새겨
진 경영관 입구의 센테니얼 월(Centennial Wall), 학교 발전에 장기적으로 공헌한 분들

경영대학
예산 적립금 20%

을 모신 5층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강의실과 토의실, 도서관 등 60여 곳의 공
간 입구에 기부자를 알리는 대리석 패널을 설치해 감사의 마음을 기억토록 했다.

모금액 구성비
AMP 14%
MBA 9%
학부
62%

총 모금액
350억원

기업/단체
12%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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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2015년 9월 21일 경영관 봉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인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 일간
동문 초청 경영관 ‘Open House’ 행사를 가졌다. 이 두 행사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공한 경영관을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CENTENIAL CELEBRATION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식에는 정갑영 총장을 비롯한 교내 관계자와 송자, 정창영 전 총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100년 역사를
시작하다

장, 서경배 상경·경영대 동창회장, 이종화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 이홍기 AMP 총
동창회장 모두가 참석해 축하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특히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
대학원장을 비롯한 워싱턴대, 핀란드 알토, 스페인 ESADE, 프랑스 ESSEC, 중국 상해교
통대 등 해외 경영대학장이 참석해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는 연세경영의 위상을 가늠케 했
다. 이외에 많은 동문과 경영대학 글로벌자문위원단 짐 비모스크 두산그룹 부회장, 장정
훈 종근당 회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100년 전 언더우드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되새기다
김동훈 학장은 인사말에서 “6.25,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연
세경영은 꿋꿋이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왔
다”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5년 국내 최초로 상학 교육을 하겠다는 엄청난 신념을 행했
던 것처럼 연세경영은 긴 안목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경배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은 “지난 100년간의 자랑스러운 연세경영 역사는 서로
지지, 격려해주는 수많은 선배님들과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
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함께 꿈꾸자”고 했다.
정갑영 총장은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 상과에서 시작한 경영대학은 국내를 넘어 세계
를 무대로 기업가정신의 귀감이 되고, 한국의 글로벌화를 선도했다”며 “이번 기념식이 경
영대학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많은 내빈들
께 감사하다”고 했다.
기조연설은 해외에서 먼 발걸음을 한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장이 맡았다.
그는 새로운 100년 역사를 시작한 경영대학은 앞으로 끊임없이 한계 밖으로 스스로를 내
던지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세인의 리더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창업과 한국기업 경영연구, 그리고 융합!
한편 김동훈 학장은 ‘연세경영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연세경
영의 비전을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한국기업경영연구(K-management), 융합
연구 세 가지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K-management 연구는 이미 2년 전에 시작해, 연
세경영은 이미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축 경영관은 창업 학생들의 입주 공간과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Design
Garage를 마련해 외적 창업 환경을 충분히 갖추었다. 또한 경영관 곳곳의 라운지는 학생
들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창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봉헌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는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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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15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경영관 용재홀에서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이자 비전 선포의 의미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은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영학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한 자리가 되었다.

CENTENIAL CELEBRATION

연세경영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2015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경영관에서 한국기업 경영모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연세경영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모델과
레슨을 탐구하고 전파하는 ‘K-Management’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기업 경영모델
국제심포지엄

K-Management
연구의 서막

한국만의 역사와 기업 구조를 이해한 연구
한국기업 경영모델 국제심포지엄은 서울의 주요 경영대학 교수들과, 미국과 일본, 중
국의 경영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학술 교류의 열기를 더했다. 심포지엄은 총 세 개의 세
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 별로 중국 CEIBS 박승호 교수,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아베 마코토 연구원,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교 백용선 교수를 비롯해 총 9명이
발표했다.
첫 날에는 동아시아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전략을 논하는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
데 연세대학교 정구현 교수는 동아시아 기업 성장의 제도적 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 ‘압축성장과 장기 침체의 경제학’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
행과 더불어 동아시아 기업적 측면에서 세계와 동아시아 기업 간의 괴리를 언급해 참
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에는 한국 기업의 역사와 지배 구조, 한국 기업의 혁신과 학습을 주제로 오전,
오후 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참석한 아베 마코토 연구
원은 가까운 동아시아 이웃 나라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과 산업을 연구한 자료를 발
제해 주목을 받았다.

경계 없는 미래를 준비하라!
오후 세션에서는 ‘세계적 역량 경영’을 주제로 한 백용선 교수의 발제가 단연 화제가 되
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경계가 없는 커리어’를 쌓는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굳이 한국에서만 직장을 구할 필
요가 없다는 파격적인 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취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20%에 불과
하다”며, 20%를 최대한 높은 수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끌어
내려는 최고 경영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한국 ICT기업의 경영
과 미래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 임건신 교수의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정구현 연세대학교 / 카이스트 교수

아베 마코토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 백용선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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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중국 CEIBS 교수

한국기업 경영모델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세션Ⅰ. 동아시아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전략
발표 1. “Sustained Firm Growth and 		
Internationalization in Emerging Markets”
(박승호 교수, CEIBS)

세션Ⅱ. 한국기업의 역사와 지배구조
발표 1. “일본의 한국기업·산업연구”
(아베 마코토 연구원, 아시아경제연구소)
발표 2. “두산 120년-변신의 역사”

발표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전략”

(신현한 교수, 연세대학교)

(박영렬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3.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발표 3. “압축성장과 장기침체의 경제학 :
동아시아기업 성장의 제도적 환경”

Korean Corporation”
(연강흠 교수, 연세대학교)

(정구현 교수, 연세대학교/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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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Ⅲ. 한국기업의 혁신과 학습
발표 1. “Global Talent Management : The Case of Korean
MNCs”(백용선 교수, Loyola Marymount University)
발표 2. “K Management Learning from the Case of Admiral
Yi”(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3. “Transformation of Korean Management :
Changes in Organization and People Management
of Korean Firms in the Early 21st Century”
(신동엽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4. “한국 ICT 기업들의 경영 방식”
(임건신 교수, 연세대학교)

CENTENIAL CELEBRATION

딘스 라운드테이블(Dean’s Roundtable)은 연세경영과 교류를 맺고 있는 세계적인

딘스 라운드테이블
(Dean’s Roundtable)

해외 경영대학장과
함께 스타트업과
혁신을 논하다

명문 9개 경영대학의 학장들을 초청해 진행되었다. 그 주인공은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장, 잉그마 브조크만 알토경영대학장, 조셉 프렌치 에사대 경영대학
장, 마힌드라 굽타 워싱턴대학교 올린경영대학장, 히로카주 고노 게이오대학교 경영
대학장, 쟝 미셀 블랑케 에섹 경영대학장, 아리 쿤코로 인도네시아 경영대학장, 린 조
우 상해교통대 경영대학장, 그리고 미셀 챔블레인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 경영대
학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등이었다.

해외 대학의 기업가정신 함양 사례
주제 발표 첫 순서는 잉그마 브조크만 알토경영대학장으로, 그는 알토대학이 기업가
정신 함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정한 3가지 목표를 설명했다. 알토 대학은 학생들이
같은 캠퍼스와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으며 연구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팀으로 묶여 서로 교류하도록 교육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분야에 대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 건강,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factory’
라는 공간 개념을 만들어 학생과 교직원, 회사 직원들이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
도록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조셉 프렌치 에사대 경영대학장은 1958년에 설립된 에사대
가 짧은 역사에도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 손색없는, 혁신적이면서 국제화 시대에 적합
한 학문을 가르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에사대는 Full time MBA 학생들
의 경우 첫 해에 ‘혁신과 기업가정신’ 과목을 필수 수강토록 하고, 비경영 전공자들은
Pre-program을 통해 경영자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왼쪽부터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장, 조셉 프렌치 에사대 경영대학장, 쟝 미셀 블랑케 에섹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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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해외 경영대학장을 초청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딘스 라운드테이블
(Dean’s Roundtable)을 2015년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영관 용재홀에서 가졌다.
‘창업,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진행된 딘스 라운드테이블은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다음으로는 김동훈 학장의 사회로 9개 경영대학 학장들이 둘러 앉아 ‘스타트업, 혁신
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경영대학의 역할’에 대한 자유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
에서 잉그마 브로크만 알토경영대학장은 “혁신적인 대학이 되려면 top-down 방식
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bottom-up 방식이 이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미트라 두타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장은 변화에 필연
적으로 따르는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각 학부 대표와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주도로 교육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쉽다”고 말했다.
김동훈 경영대학장은 “스타트 업 육성은 전 세계적인 조류이고, 이를 위해 경영 교육의
역할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며 “오늘 그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는 기회가 된 만큼 앞
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교육을 이루어 나가자”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잉그마 브조크만 알토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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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만나고 싶은 동문 선배 초청 특강’
시리즈를 세 차례 기획했다. 경영학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선배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오상진 동문과, 김종훈 동문, 그리고 이주열 동문을 각각 선정한
것이다. 이들은 2015년 9월과 10월 후배들과 만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동문 선배 초청 특강

선배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상진 동문(경영 98, 방송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오상진 동문(경영 98, 방송인)
2015년 9월 16일에는 오상진 동문이 후배들과 자리를 가졌다. 바쁜 일정에도 후배의
요청에 응한 오상진 동문은 “새로운 건물에서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다. 학교
를 졸업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서 연사의 입장으로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감
개무량하다.”며 입을 열었다.
오 동문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아나운서에서 연예인으로 직업을 바꾼 이
유,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것 등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는 점들을 문답 형식으
로 이어나갔다. 그는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활용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알아보고 연기
까지 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으며,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명과 암을 골고루 볼 필요
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록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대학생활의 추억을 쌓았으면 좋
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무한 경쟁 속의 무한 협력 		
김종훈(경영 70, 제19대 국회의원)
2015년 10월 6일에는 한미 FTA의 주역이자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훈
동문과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김종훈 동문은 강연에 앞서, 고시생활 중 절에 들어가서 공
부한 기억을 회고하며 최근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외
무고시 합격 후 졸업식에 가보니 출석이 미달되어 졸업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는 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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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도 했다.
김종훈 동문은 ‘무한경쟁과 무한협력 시대’를 주제로 1970년대 부르키나파소 대사관에
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국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국가의 국민생활에 매우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규모는 작아지되 효율적이며 유연한 정부를
추구해야 하고, 기업이나 가계를 포함한 민간과의 공생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진국에 무대가성 복지지출을 아끼지 않는 북유럽 국가들을 언급하며, 프랑스혁
명 정신 중 하나인 박애정신이 경제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라!
이주열 동문(경영 70, 한국은행 총재)
2015년 10월 29일에는 이주열 동문을 초청해 동문 선배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주열
동문은 공사가 끝난 백양로를 둘러본 후의 감회를 먼저 전했다. 또한 자신의 대학 생활
을 돌이켜보며 타 전공, 타 대학 학생과의 교류가 부족했고 조언을 구할 멘토가 없었음
을 아쉬워했다.

김종훈(경영 70, 제19대 국회의원)

이주열 동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먼저 앞서간 멘토 입장에서 후배들에
게 조언했다. 먼저 그는 학부 시절에 전공 지식으로 전문성을 쌓고, 철학이나 과학 등
기초 학문 공부와 고전 읽기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습관화해
사고력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할 것
과, 5년에서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빨리 포착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후배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다.

이주열 동문(경영 70,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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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창업지원단과 함께 ‘기업가 정신 특강
(Entrepreneurship Lecture Series)’ 시리즈를 개최했다. 창조경제가 화두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가로부터 직접 듣는 기업가 정신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미래의 경영 인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시간이었다.

기업가 정신 특강

기업가 정신이
성공을
좌우한다

박은관 시몬느 회장

Why Not Us? Why Not Entrepreneurship
박은관 시몬느 회장
2015년 5월 18일 연사로 나선 박은관 시몬느 회장은 그가 연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7
년 뒤인 1987년 ‘시몬느’라는 핸드백 제조 회사를 창업해 오늘에 이른 성공담을 통해 기
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버버리, 마이클 코어스, 랄프 로렌 등 해외 럭셔리 브랜
드들과 작업하고 있는 시몬느는 전 세계 핸드백의 약 10%를 제작하며 세계 1위의 제조
회사로 거듭났다. 한때 시몬느는 이태리나 미국보다 훨씬 고품질의 핸드백을 만들었음
에도 기업 역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회장은 역으로 거래처들에게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사례를 통해
박 회장은 “브랜드 로열티가 적은 초기 창업시장에 거래처들에게 Why Not Us?라고 자
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스스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혁신,
창조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
가 정신 이전에 전문가 정신을 먼저 갖추라고 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기업가 정신
TOMS 슈즈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의 강연은 2015년 5월 19일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그는 신발 한 켤레를 살 때마다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
한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난 TOMS 슈즈의 창업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휴가를 보내던 가난한 아이들에게 중고 신발을 기부하는 봉사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신발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해 본격적
TOMS 슈즈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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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TOMS 슈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TOMS는 기부 사실이 소개되면서 매출액이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이코스키는 지속 가능한 기업인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요
소로 의미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고객이 제품을 판매토록 할 것, 직원에게 동기
를 부여해 업무능력 향상을 이끌어낼 것,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
다 멋진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당부했다.

물고기가 모여 고래가 되는 꿈
임진석 옐로모바일 최고전략책임자(CSO)
2015년 9월 15일에는 임진석 동문의 ‘물고기가 모여 고래가 되는 꿈’ 강연이 진행되었다.
임진석 CSO는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즈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2012년 창업해 펜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후 병원 위치 검색 애플리케이션인 굿닥으로 재창업을
시도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그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옐로모바일에 의해 인수
되면서, 현재까지 옐로모바일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들이 모여 1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스타트업 연
합’ 옐로모바일의 취지와 성공사례를 통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세 가지로

임진석 옐로모바일 최고전략책임자(CSO)

압축 소개했다. 매출과 이익 신장과 동시에 고객을 늘려야 한다는 것, 매출과 이익에 의해
결정된 신용을 바탕으로 산업 자본을 투자 받아 지속적으로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케
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필수적으로 위 과정의 선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져
야 한다는 것이었다.

100도씨를 완성하는 아이디어와 열정의 조합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이사
2015년 12월 1일 마지막 강연의 주인공은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이사였다. 최재호
대표는 2014년 1월에 ‘리멤버’라는 플랫폼 기반 명함관리 앱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넓
혀 가고 있다. 최재호 대표는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출신임에도 취업시장에서 낙방하고 동
대문 시장에서 넥타이를 싼값에 도매로 들여와 팔던 시절을 회고하며, 그때 당시의 힘든
경험이 창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링크드 인’이라는 유사
서비스 제공 앱이 아시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다가 명함관리 서비스 아이
디어를 얻게 되었다. 사용자 설문을 통해 아시아형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오프라인 관
계 기반의 친밀감 유지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직접 수기
입력, 명함 정보의 자동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리멤버’를 출시하게 되었다. ‘리멤버’는 출
시 1년 9개월 만에 95억 원의 투자를 받아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카카오택시와의 연
동, 명함 백업 및 업데이트 관리 등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
다. 최재호 대표는 “혼자서는 어렵지만 팀으로 뭉치면 가능하다, 99도씨로는 부족하다.
100도씨가 되어야 사업이 끓는다”라는 노하우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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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이사

HOT ISSUE

경영교육의
새로운 시대정신,
창업!

혁신 교육으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배우다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씨앗을 경영대 신입생들에게 뿌려 대학 입학 시부터 창업의 기초
를 경험하도록 ‘창업101: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해(이후 ‘창업101’)’ 과목을 신설 운영했
다. 또한 경영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컨설팅 : uCAN(이후 ‘uCAN’)’ 과목
을 개발, 청년 창업기업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창업 기업이 고
민하는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창업101’과 ‘uCAN’ 두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아이템 개발 및
영업 단계에 이르는 창업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함양 교육
‘윤리적 리더십’이 미래를 이끄는 주요 가치임은 이견이 없다. 연세경영 역시 이 가치를
강조하고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컨설팅 : uSEE(이후 ‘uSEE’)’ 과목을 신
규 개설했다. uSEE는 지역주민 경제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자활사업을 돕는 경영자문
프로젝트 활동.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경영학 지식을 자활사업 경영에
적용하고 해당 아이디어가 사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도록 했다.
이처럼 연세경영은 창업101 과목을 통해 ‘창업’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는 연세경영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uCAN과 uSEE를 통해 각각 창의성과 윤리성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세계성을 구현하는 uGET과 함께 연세경영의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산학협
력-지식 공유-문제 해결-현장 체험 교과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교과목 uSEE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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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실천을 위해 국내 경영대학 최초로 탄생한 시제품 제작 랩, 디자인 가라지

연세경영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경영교육에 새로운 정신을 담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과 ‘윤리적 리더십 함양’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교육, 창업.
연세경영이 주도하는
창업 교육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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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 SK 청년비상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선정!
연세경영은 지난 2015년 11월 교내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SK 청년 비상(飛上) 프로
그램’ 운영 주관기관에 선정되었다. ‘SK 청년 비상(飛上)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청년창
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창업 역량을 보유한 우수 대
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창업 강좌와 교육,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 동아리 등 대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비상(飛上)을 위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SK 청년 비상 프로그램 선정은 연세경영이 새롭게 혁신하려는 창업 교육의 내용
과 방향을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창업 교육의 실험적 공간, Design Garage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경영관 1층 디자인 가라지(Design Garage)는 창업교육의 실천을 위해 국내 경영대학 중
최초로 탄생한 시제품 제작 랩이다. 이에 따라 연세경영에서는 창업 교육을 받고 이를 실
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디자
인해보고,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서 시제품화해볼 수 있다. 한편 연세 경영은 창업을 준
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경영관 2층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창
업 동아리를 첫 입주시키기도 했다. 경영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은 209호 안에 총 네 개

경영대 학생 창업 동아리 현황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소속되어 창업 후원을 받은
창업동아리 중 경영학과 재학생이 포함된
창업 동아리 수는 16개이며,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경영학과 재학생은 27명이다.

의 룸이 갖춰져 있으며, 현재는 지난해 실시한 학생벤처경진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심사
평가를 받은 팀 플래닛이 입주해 있다.

창업 동아리 수

16개

창업 동아리 활동인원

27명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경영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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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명성

Global YSB

세계로
뻗어나가는
연세경영
연세경영은 진정한 글로벌화를
추구한다.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연세경영에서 교육을 받고, 연세경영
이 배출한 학생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
취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연세경영
이 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화이다.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행정과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세계를
무대로 한 스타트업의 확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Global YSB’를 실현
하고자 한다.

보스턴 경영대학과 윤리적 지도자

EMBA FT 글로벌 랭킹 45위

양성을 위한 기구 설립 및 논의

•	2010년 글로벌 100대 랭킹 최초 진입 이후

•보스턴 경영대학과 연세

50위권 첫 진입

경영 3개 핵심가치중 하
나인 윤리성과 부합하
는 ‘Susilo Institute for
Ethics in the Global
Economy’ 협력센터 개설
방안 논의

MBA-재무석사 복수학위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Global MBA와 Olin Business
School,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간 복수학위 협정
• 2015년 5명의 학생이 복수학위 획득

인도 마힌드라와 교육협력
파트너십 체결
•연세경영이 전문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인도의 글로벌
기업 마힌드라에 제공,
	연세경영 교수가 직접 방문
해 현지 임직원들을 대상으

EQUIS 5년 재인증
•EFMD가 수여하는 인증으로, 전세계 EQUIS

로 한국과 아시아의 경영

인증 대학 중 절반만이 5년 인증 획득

사례에 초점을 둔 경영 강의

프랑스 명문 에섹경영대학(ESSEC Business School)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	연세대 최초로 학부 과정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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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연세경영을 방문하다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프랑스 EDHEC 프로그램

•연세경영과 CMC(Claremont McKenna

•EDHEC 학생 20명이 4개월

College) 학생 각각 1명씩 서로의 룸메이

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트가 되어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

위해 연세경영에서 학습

는 레지덴셜 프로그램

카톨리까 EMBA 학생 방문
•포르투갈 리스본 카톨리까
EMBA(Executive MBA) 학생 45명과 학교

MBA Summer School

관계자들이 연세경영 방문

•연세 MBA와 해외 교류협정

•연세경영 정동일 교수의 ‘Korea

을 맺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Leadership’ 주제 강연 “한국 경제 성장

MBA 학생들이 연세대 에서

발전의 저력과 그 중심에 숨겨진 많은 경영

2주간 교육을 받는

경제 리더 소개”를 통해 리더로서 역량 강조

인텐시브 스쿨

경영대학 자체 협정교 파견 교환학생
•경영대학이 자체적으로 맺은 교환학생 협정교 중 대만,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폴,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전 세계 33개 대학에서 연세경영에 교환학생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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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프로그램 참여 기업

플레이플레이

라프텔

세계로 나아가 배운다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uGET 11기 7팀 26명 파견
참 여 기 업 : 아모레퍼시픽, CJ CGV, 대상, 이랜드, 라프텔, 플레이플레이
파 견 국 가 : 태국, 베트남, 홍콩, 영국, 미국

MBA 해외 프로그램 GET(Global Experience Trip)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학적 주제로 미국 스페인 중국 명문 대학에서 현지 교수의 강의를
듣고 기업들을 방문하여 기업 성장 배경 고찰

[MBA GET 프로그램 방문대학과 학습 주제]

ESADE University of Navarra
(스페인 바르셀로나)
‘Build a Global Mindset with a
Profound Knowledge’

Foster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Washington(미국 시애틀)
‘Strategies in Leadership Development
and Innovation Culture’

CEIBS (중국 상해)
‘Developing Emerging Markets’

CEIBS(중국 심천)
‘Start-up Eco-Systems in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oyola Marymaount University
(미국 로스엔젤레스)
‘Innova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워싱턴DC)
‘Empowering Emerging Leaders &

Entrepreneurs’

세계기업현장실습
학부학생 15명이 태국 진출 LG전자, 삼성생명, CJ대한통운, JES group,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의 현장 방문

세계무대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다

경영대 동아리 마프, 로레알
브랜드스톰 국내 대회 우승

글로벌 MBA 학생, 예일대
Case Competition 준우승

글로벌 MBA, 인도 마힌드라
주최 ‘마힌드라 워 룸’ 국내
유일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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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학 초청으로 HSBC/
HKU Case Competition 참가

YSB PEOPLE

창립 100주년을 맞은 연세경영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3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동문, 그리고 학생 대표를 초청,
연세경영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동훈 학장과 서경배 동문
(경영 81,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그리고 박준영 학생(경영 11)이
함께 한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에 대한 기대를 소개한다.

Q. 지난해 연세경영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100주년의 소감을 한 말씀 부탁한다.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함께 나눈 이야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김동훈 학장 : 연세경영은 100년 전 당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세운 대학이다. 특히 경영학은 당시 미국에서도 생긴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학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에 와서 최첨
단 교육을 시작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100년을 이어온 연세경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열린 마인드와 서번트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연세경영의 학풍이며 가치임을 되새겨 보고 싶다.
서경배 동문 : 사실 100주년이라는 것이 미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0주년이 앞으로 연세경영이 미래에 새로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시기를 잘 넘겨서 우리가 무언가 다
른 생각들을 한다면, 그것이 새롭고 완벽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100년이라는 것
은 제로이고, 제로는 완벽한 시작이다. 그래서 100주년의 시점에서 모멘텀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박준영 학생 : 지난해 연세경영 홍보대사인 비즈연 회장을 맡아 100주년의 의미를 누구
보다 깊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완공된 경영관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널리 홍보
하면서 연세경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올바른 리더의 양성은 연세경영의 최고의 가치
Q. 지금까지 연세경영이 이룬 가장 큰 전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동훈 학장 : 최고의 전통은 단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 수많은 뛰어난 인재
와 리더들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연세경영 출신 인재들은 경영과 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과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경배 동문 : 세계주의(Globality)와 개방성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세가 좋았다. 저의 대학시절은 1980년대였음에도 서
양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읽으며 호기심을 자극했던 학풍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
다. 앞서 학장님이 말씀하신 선교사들이 만든 전통과 유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박준영 학생 : 학생 입장에서는 동문 선배와 만나는 다양한 전통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매년 학기 초 신입생과 동문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선배님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전해주는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은 물론, 특히 졸업하는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 고
른 책과 작은 메모를 선물로 주는 클래스 기프트 전통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
은 형식이 조금 바뀌었지만 저 또한 졸업할 때 신입생 후배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다.
Q. 연세경영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동훈 학장 : 연세문화 그 자체이다. 그러한 특성들이 모여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올곧게 세상을 끌고 나가는 인재를 배출하는 힘이 된다. 자유로운 분위

김동훈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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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롭지만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고 있다.
서경배 동문 : 이 문화가 동문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 동문회는 모든 관계가 위계
에 얽매여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수평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함 속에서도 매우 끈끈
하고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다. 자유로우면서 정도를 지키는 학풍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준영 학생 : 변화를 추구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매우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는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힘쓰고 계시다는 느낌
을 많이 받는다. 연세경영의 3대 가치 중 하나인 창의성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생각한다.

저의 대학시절은 1980년대였음에도
서양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읽으며
호기심을 자극했던 학풍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앞서 학장님이 말씀하신 선교사들이 만든
전통과 유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서경배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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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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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융합, 새로운 연세경영의 화두
Q. 스타트 업은 현재 연세경영의 매우 중요한 교육 방향 중 하나이다.
김동훈 학장 : 연세경영은 그 동안 기업을 잘 유지하고 혁신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기존의 기업을 잘 경영하는 인재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
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연세경영 역시 스타트 업에 걸맞은 실제 창업가의
양성은 물론 창업가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
보다 경영학 내에 창업 트랙을 만들어 세부 전공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대학 내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창업 에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준영 학생 :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기업이나 금융권 취업을 더 선호한다. 스타트
업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지 않는다. 더구나 한 학기 3학점 수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해외 대학에서는 창업 이론부터 실제 창업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런 큰 접근이 있어야 스타트 업
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서경배 동문 : 동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학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
을 찾는 것이 동문회의 일이다. 특히 장학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 지금은 장학
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 교환 학생이나 창업을 돕는 폭넓은 개념의 장학을 고민해
볼 시기 같다.
Q. 연세경영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경배 동문 :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코넬 대학은, 창학 이념을 그대로 담은 테크 캠퍼스
(Tech Campus)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의대와 공대, 환경과 관계된 학문과 엔지니

학생들이 학창 시절 자기 마음속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행복한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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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 테크놀로지, 전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영 등 요즘 세상에
가장 쓸모가 있는 학문들 사이에 벽을 없애서 융합시키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세
상에 쓰일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등을 하고 있다. 연세경
영의 경우에도 100주년은 이제 영광스러운 과거일 뿐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밑거
름이 된다는 자긍심만 가져가고 앞으로는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려는 정신을 키우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세경영이 창업 등 새로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훈 학장 :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경영대학 내에 다양한 교
수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세경영은 다소 경직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지금 혁신적인 과목을 다양하게 개발중이다. 예컨대 한 과목을 두세 명
의 교수가 한 학기 내내 가르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해 판매까지 진
행해보는 수업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수한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준영 학생 : 최고의 경영학 수업은 창업이라고 배웠다. 실제로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
아도 창업을 해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직접 창업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경영인의 육성
Q. 마지막으로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동문, 선배, 학교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경배 동문 : 항상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책을 많이 읽고, 하루 5분이라도 성찰하고
질문해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나를 바
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5천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를 합치면 38억 명이다. 이들을 함께하고자 하면 준비하는 게 달라지
고 깊게 고민해야 하고, 고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 시각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저는 학교를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연
세경영이 세상을 유익하게 경영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김동훈 학장 : 정보가 넘치는 시대의 부작용은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 자기 마음속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하면 열정이 생기
고 행복한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좋은 직장, 성공하는 직장, 그것을 위한
학점에만 몰입하면 창조적 리더로 발전하기 힘들다. 동문들께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애
정과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연세경영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
리고 싶다.
박준영 학생 : 창의성과 글로벌에는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반해 연세경영의 3대 핵심 가
치 중 하나인 윤리성 함양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학생은 물론 동문
에게 영향을 줄 만한 윤리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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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
고른 책과 작은 메모를 선물로 주는
클래스 기프트 전통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은 형식이
조금 바뀌었지만 저 또한 졸업할 때
신입생 후배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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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은 그 대학과 기관이 속한 나라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신현한 교수

진정한 한국형
경영학의 시작,
K-Management

만 SCI 등재저널에 실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보다 외국 저널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 경영
학의 역사이기도 한 연세경영이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국이라는 매우 독특한 환
경에서 우리 기업의 좋은 사례로 눈을 돌려보고자 K-Management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적 기업 경영에 주목하는 이유
신현한 교수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한국적 기업 경영’(K-Manage
ment)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100년 기업인 두산그룹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
했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 교수는 연세경영의 100주년을 맞아 한
국의 100년 된 기업의 역사를 되짚어보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100년이 넘은 기업
은 두산그룹과 동화약품 단 두 곳뿐이었다. 이 가운데 두산그룹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은 그들의 독특한 생존 DNA 때문이었다.
“두산을 비롯한 장수하는 기업의 DNA는 변신입니다. 포목점에서 맥주 회사로 변신해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페놀 유출 사건이 생기면서 점유율이 떨어지자 과감하게 사
업을 정리하고 현재의 중공업 형태로 탈바꿈했죠. 자신이 일군 것을 어느 순간 과감히 정
리하며 살아남았다는 점, 오너 리스트가 없다는 점 등 매우 능동적이고 튼튼한 기업 문화
가 오늘의 두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한 교수는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K-Management를 연세경영의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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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글로벌컴퍼니로 성장한 한국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적 기업 경영(K-Management) 연구를 선보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와 경영 지식을 외국에 수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K-Management는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의 하나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교수들이 협력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경영학의 한류를 주도하다
실제로 많은 후발 국가들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물결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기
업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도 연세경영과의 교류 방문을 통해 한국적 기업 경영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세경영은 프랑스 에섹 경영대학과 복수 학위(Dual Degree)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인데, K-Management는 향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취
업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적 기업 경영(K-Management) 연구는
한국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연세경영은 이 분야에
대한 성과를 통해 한국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풍토를 한국 대학에 전파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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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은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지만, 정작 경영학 연구에서는 적용

김진우 경영연구소장

융합 연구는
경영학의 가장 큰
경쟁력!

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세경영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 연구 사업
은 국내 융합연구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학제의 융합, 그 시너지
먼저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의 융합연구총
괄센터로 선정되어 오는 2017년까지 3년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학제 간 연구 경험과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융합 연구 성
과물들이 기업을 통해 사회로 확산하는데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학계와 기업의 인사, 그리고 일반 대중을 초청해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를 조명하는 허브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술과 예술
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술술 세미나’를 대림미술관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융합연구와 관련한 또 다른 중점 사업 중 하나는 2015년 12월부터 연세세브란스병원
과 함께 진행중인 ‘연세 혜택(HE TAC)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면서 헬스 케어와 바이오 메디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융합, 스타트 업을 이끄는 열쇠!
2015년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술사
업화 프로그램인 ‘TECH-SMU’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개의 기술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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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창립 100주년을 즈음해 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규모 있는
다양한 융합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세경영은 지금까지 다학제적인 경영학
접근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우 경영연구소장으로부터 현재
연세경영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 연구와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에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변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북한의 기업 환경
을 연구하는 ‘북한기업경영연구’를 수행중이며,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한국적 기업 경영
연구는 현재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많은 교수진이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모든 경쟁력은 융합적인 시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는 경영학 내에서 OR과 기술경영 분야의 융합이 이뤄질 수 있으며, 넓게는 인문
과 공학 등 이종의 분야가 융합되어 새로운 창조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특히 연세경영은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곳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질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은 향후 융합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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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PEOPLE

팀 플래닛은 지난 2015년 3월에 결성된 창업 팀이다. 팀장인 노대원 학생(경영 10)을

경영관 입주 창업동아리
‘팀 플래닛’

스타트 업에
도전한다

중심으로 최예원(경영 13), 이건호(컴퓨터공학 13) 학생이 의기투합해 창업을 결심했
다. 이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컨트롤할 수 있
다는 생각에, 혹은 평범한 길을 걷지 않겠다는 이유로 창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이유 외에 이들이 창업을 꿈꾸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주고 싶다는 꿈이 그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창업’이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스타트 업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
이 검증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 단순히 사회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 말고 많은 이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
킬 수 있는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
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을 위한 팀 단위의 메신저를 시작으로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이들
은 아침시간 커피 사전 주문(pre-order) 서비스인 ‘브링잇’(Bring it)을 거쳐, 현재는
가벼운 아침식사를 사전 주문하는 ‘비밀탕비실’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는 광화문의
중소 커피매장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에게 컵 과일을 온라인 주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
으며, 향후에는 지역과 아침식사 메뉴를 늘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개발과 디자인 등은 저희 스스로 해결했고, 홍보비용은 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연간 200만 원 이내에 실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제품 개발비 역시 학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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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플래닛은 경영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에 입주한 첫 창업 동아리이다.
지난해 11월 경영대학과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벤처경진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입주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들은 경영관 1층 ‘Design Garage’
사용 등 다양한 혜택 속에서 새로운 창업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업동아리를 통해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시스템이 우수해 큰 부
담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찾아라!
팀 플래닛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스타트 업의 의
미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스타트 업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찾아 시장
에서 묻는 것임을 말이다.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스타트 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연세경영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스타트 업 및 기업가 정신을 새
로운 교육의 주제로 선정했다. 경영관에 입주한 첫 창업동아리로서, 그리고 연세경영
의 스타트 업 붐업을 위해 팀 플래닛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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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Index 2015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2015
연세경영은 2015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창업 교육,
융합 교육, K-Management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연세경영을 상징하는
숫자들은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신입생 수
(학부, 석박사, MBA, AMP)

졸업생 수
(학부, 석박사, MBA, AMP)

모금 참여자 수

아웃바운드 교환 학생수(학부와 MBA 교환학생)

EMBA FT 랭킹 순위

교수 수
(전임, 객원 겸임, 연구 교수)

연구세미나 개최 수
(해외 33, 국내 99)

영어 과목 개설 수
(학부, 석박사, MBA)

연세경영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 수 (학부와 MBA 교환학생,
Yonsei-CMC와 EDHEC 프로그램,
MBA Summer School)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학부 uGET, MBA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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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연세경영 논문 실적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그 빛나는
성과들
연세경영의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했으며, 그 결과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회와 저널, 학술
단체로부터 수준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연세경영은 세계적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영학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기랄 안드레스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hanced
control systems reducing the likelihood of
fraud,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31,
No.4, 2015.11
김성문
· An adaptively managed dynamic portfolio
selection model using a time-varying 		
investment target according to the market
forecast,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66, No.7, 2015.08
노현탁
· When can women close the gap?
A metaanalytic test of sex differ ences in
performance and reward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8, No.5, 2015.10
박경민
· When is dependence on other organizations
burdensome? The effect of asymmetric
dependence on internet firm fail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6, No.13, 2015.12
박선주
· Can you trust online ratings? A mutual 		
reinforcement model for trustworthy online
rating systems, IEEE Transaction on Systems,
man,and cybernetics, Vol.45, No.12, 2015.04
박영렬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Business: Illustrations from
Korean and Japanese Electronics MNEs in
Indones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29, No.3, 2015.07
손재열
· Institutional pressures in security 		
management: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investment in
information security control resources,
Information & Management, Vol.52, No.4,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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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원
· Great Vessels Take a Long Time to Mature:
Early Success Traps and Competences in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26, No.1, 2015.01,2
이재영
· Social contagion in new product trial and
repeat, Marketing Science, Vol.34 No.3,
2015.05
임일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e of Mobile
Microblogging and Nonmobile Online 		
Message Board for Group Collabo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19, No.4, 2015.06
정예림
· Inverse Chromatic number problems in interval
and permutation graph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243, No.3, 2015.06
최순규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Business: Illustrations from Korean and Japanese Electronics MNEs in Indones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29, No.3, 2015.07

국제학술지 워킹페이퍼 목록
김병규
· Super-size Product Display as a Forceful
Persuasion Attempt:Self-esteem Determines
Compliant versus Reactant Behaviors
김승현
· How Do EHRs and a Meaningful Use Initiative
Affect Breaches of Patient Information?
· When Does Repository KMS Use Lift 		
Performance? The Role of Alternative Knowledge Sources and Task Environments
김지현
· Coalition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erformance

박경민
· Looking Backward through the Looking Glass:
Reference Groups and Upward Comparison
윤대희
·	Supplier Encroachment and Investment
Spillover
이재영
· Consumer Search and the Structure of 		
Personal Networks
· The Impact of CEO Social and Business
Connections on CEO Compensation and
Turnover
이재훈
· Risk Premium Information from Treasury
Bill Yields
· Funding Liquidity and Its Risk Premium

Outcome,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
4(4): 39-58, 2015.12

가맹점의 결속과 관계만족, 협력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0(2): 115-137, 2015.04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전공)
· When Buyer-driven Knowledge Transfer Really
Works: A Motivation-Opportunity-Ability 		
김의곤(석사 13, 정보시스템 전공)
Perspective,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지각된 미디어 동시성의 의사소통 만족과 집단 응집력에
대한 효과 분석, 경영학연구, 44(6): 1685-1706, 2015.12
51(3): 33-60, 2015.07

박종필(박사 09, 정보시스템 전공)
·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R&D Investment
in the IT firms: IT Hardware Firms vs. IT Software
Firm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5권 1호: 61-81, 2015.03

김인희(석사 13) 김효진(박사 13) : 오퍼레이션 전공
·전공구매기업의 공급기업관계지향성이 공급기업 통합

배창현(박사 13, 회계 전공)
· The effect of audit report lag and management
discretionary report lag on analyst forecasts:
evidence from Korea,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318-329, 2015.04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전공)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상의 기존제품과 신제품의

이호영
·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External Auditor 신인용(박사 10, 매니지먼트 전공)
Selection and Audit Scope
· Essential precursors and effects of employee
· Audit Firm Attributes and Exante Litigation Risk
creativity in a service context: Emotional labor
strategies and official job performance, Career
임건신
Development International, 733-752, 2015.11
· An Examination of Work Exhaustion in the
Mobile Enterprise Environment
우소희(박사 11, 회계 전공)
·Audit Risk, Business Risk, and Auditors' Efforts in
장은미
Korea. Asian Social Science, 11(18): 144-152,
· Uncertainty and HRM: A Real Options Theory
2015.08
Explanation
·The Effect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n Audit Effort. Journal of Applied
한재훈
Business, 31(6): 1039-1046, 2015.10
· Characterizing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in Korea: A Comprehensive Look at
조문경(박사 12), 박현영(박사 12) : 회계 전공
the Past Two Decades
·Characteristics of statutory internal auditors and
operating efficiency, Managerial Auditing Journal,
456-481, 2015.09

석박사 학생 논문 공저자 실적
국제학술지
구현정(석사 09), 김신영(박사 12) : 오퍼레이션 전공
· Exterior scape: Physical surroundings of a service
outlet in a shopping mall, Journal of Global Scholar
of Marketing Science, 153-166, 2015.03
김수연(박사 13), 박기범(석사 14) : 오퍼레이션 전공
· Service Customer’s Active Role-Play and Its
Impact on Customer Perceptions of Service

김문정(박사 11, 마케팅 전공)
·프랜차이즈 본부의 운영지원과 슈퍼바이저 지원이

국내학술지
김도연(박사 06, 마케팅 전공)
·카테고리 효과 대 랭킹 효과: 타인 선물과 본인 사용 간

활동과 운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전자, 수송,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6(2): 149-171,

2015.06

판매성과: 경험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6(4):109-132, 2015.12

김현주(석사12, 회계 전공)
·벤처캐피탈의 유가증권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20(3):25-57, 2015.06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전공)
·구매기업의 공급기업 통합이 시장대응성에 미치는 효과:
내부통합과 가치일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6(4): 485-510, 2015.11

·한국 대기업의 지식기반 공급기업 개발활동이 공급
기업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52(2): 278-308, 2015.12
김효진(박사 13), 안경선(석사 14) : 오퍼레이션 전공
·고객기업의 힘이 공급기업의 고객기업 통합활동과
운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30(3): 1-21, 2015.08
·산업재 공급기업의 힘의 원천이 구매기업의 관계몰입
및 공급기업 통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0(4): 23-52, 2015.11
·제조기업의 고객기업 통합과 공급기업 통합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스연구, 23(3): 15-34, 2015.11
박경찬(박사 14, OR 전공)
·불완전 정보 하에서 추가적인 제약조건들이 포트폴리오

의사결정 차이에 대한 해석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선정 모형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주식시장의 그룹주

소비자학연구, 26(5):23-49, 2015.01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영과학, 32(1):15-33, 2015.03

·소비자 가치와 친환경프로모션 효과: 에코백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7(2):131-209,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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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석사13, 회계 전공)
·상법상 감사의 특성이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27-61, 2015.12
배창현(박사 13, 회계 전공)
·기업의 소송제기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과 감사인의 대응,

회계학연구, 40(1):1-35, 2015.02
·특수관계자 거래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4(3):1-31, 2015.06

배창현(박사 13), 정주렴(박사, 12) :회계 전공
·가결산이익 정정공시에 대한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40(5):135-170, 2015.10

신인용(박사10, 매니지먼트 전공)
·팀 피드백 환경이 피드백 추구행동을 통해 업무성장

석박사 학생 주요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사례
구분

이 름

전 공

학술대회명

지 역

해외 김수연(박사 13)

오퍼레이션

2015 Global Fashion Management Conference

이탈리아 피렌체

		

오퍼레이션

The 14th Inter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중국 상하이

김신영(박사 12)

				

Service Excellence in Management (QUIS14)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Annual Conference

홍콩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미국 워싱턴 D.C

				

Society 26th Annual Conference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Academy of Management 75th Annual Conference

캐나다 밴쿠버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Decision Science Institute 46th Annual Conference

미국 시애틀

		

양 이(박사 13)

국제경영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인도 방갈로르

		

양 이(박사 13)

국제경영

Academy of Management 75th Annual Conference

캐나다 밴쿠버

		

이성원(박사 11)

정보시스템

Doctoral Consortium at Pacific Asia Conference

싱가폴

				

of Information Systems

활력과 팀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이현서(석사 14)

오퍼레이션

Academy of Management 75th Annual Conference

3220-3229, 2015.05

		

정주아(석사 15)

오퍼레이션

Decision Sciences Institute Annual Conference

미국 시애틀

·개인, 직무, 관계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이 직무

		

정창욱(박사 14)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5th Annual Conference

캐나다 밴쿠버

크래프팅에 미치는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조문경(박사 12)

회계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

미국 시카고

기업경영연구, 107-125, 2015.10

		

최재호(석사 14)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5th Annual Conference

캐나다 밴쿠버

국내 김경순(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김경순(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유통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김경순(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

		

김도연(박사 06)

마케팅

한국광고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서울

		

김수연(박사 13)

오퍼레이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서울

		

김신영(박사 12)

오퍼레이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서울

		

김신영(박사 12)

오퍼레이션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용인

		

김신영(박사 12)

오퍼레이션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서울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서울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한국유통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용인

		

박소연(석사 14)

정보시스템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박주형(박사 15)

회계

글로벌경영학회

서울

		

신인용(박사 10)

매니지먼트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안경선(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용인

		

양다은(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

		

이루리(박사 13)

마케팅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제주

		

이승용(박사 15)

OR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이연주(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 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서울

신뢰, 고객 충성도 및 구매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신뢰의

		

이연주(석사 14)

오퍼레이션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용인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소비문화학회, 18(3): 1-18,

		

이은지(석사 15)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

2015.09

		

이준섭(박사 11)

마케팅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제주

		

이준섭(박사 11)

마케팅

서비스마케팅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임현지(박사 11)

회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여수

		

정주아(석사 15)

오퍼레이션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정주아(석사 15)

오퍼레이션

한국유통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업무 자기결정동기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업무
맥락과 변화몰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909-2929, 2015.11

양이(박사 13, 국제경영 전공)
· Organizational Change and Employee 		
Satisfaction in the Post Cross-border
M&A Integration in Korea,
경영학연구, 1661-1684, 2015.12
이수민(석사 12), 김경순(석사 14) : 오퍼레이션 전공
·기업의 규제자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6(4): 457-483,
2015.11
·기업의 친환경 상품 혁신역량 결정 요인: 시장지향성을
중심으로, 로지스틱연구, 23(4): 65-89, 2015.12
이준섭(박사 11, 마케팅 전공)
·컨텐츠 유통 플랫폼에서 이용자 참여와 생산자 반응의
적합성 효과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13(8): 73-80,
2015.08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과

조우용(석사 15, 마케팅 전공)
·모바일 VOD 콘텐츠 구매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지식경영연구, 16(3): 1-20,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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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실적

교수진
연구·사회 활동

교수명

수여기관

		

수상내용		

수상년도

민순홍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로지스틱스대상 학술상
박용석
한국경영학회
제16회 <경영학연구> 우수논문상,
			
‘Organizational change and employee satisfaction
			
in the post cross-border M&A integration in Korea’
연강흠
한국증권학회
2015년도 <한국증권학회지> 최우수 논문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연강흠
한국경영학회
제16회 <경영학연구> 우수논문상, '계열사간
			
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기업의 특성에 따른
			
거래기업의 성과비교'
이호근
Association for
AIS Fellow Award
		
Information Systems(AIS) 		
정동일
매일경제
정진기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사람을 남겨라>
			
(도서출판북스톤)
최순규
한국산업경영학회
우수발표논문상, 'MMEs and Corruption:
			
The Role of Business and Political Ties'

2015.05.29
2016.02.26

2016.02.26

2016.02.26

2015.12.15
2015.07.13
2016.02.19

학회활동
교수명
김성문
김영찬
민순홍
민순홍
박경민
박용석
박용석
배성주
배성주
배성주
손성규
신동엽
엄영호
이호근
임 일

학회명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로지스틱스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학회직위		
이사
학회장
2015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부회장
편집장
학술위원/이사
학술위원
이사
차기회장
학회장
학회장
학회장
부회장

임기
2015.01.01~2015.12.31
2015.06.01~2016.05.31
2015.11.07
2015.08~현재
2016.01.01~2016.12.31
2015.01.01~2016.12.31
2013.07~2015.06
2016.03.01~2017.03.01
2016.03.01~2017.03.01
2016.03.01~2017.03.01
2015.05~2016.06
2015.05.01~2016.04.30
2015.01.01~2015.12.31
2015.01.01~2015.12.31
2014.01.01~2016.12.31

사회활동
교수명
김태현
김태현
김태현
민순홍
손성규
손성규
손성규

기업/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류산업진흥재단
영훈학원
산업통산자원부 주최 국가생산성대상
서울보증보험
제주항공
삼일회계법인

직위		
비상임이사
이사
재단이사
심사위원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저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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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015.08.22~2017.08.21
2013.11~2016.11
2013.11~2016.02
2015.04~2015.08
2013.03~2016.03
2015.09~현재
2015.01~2015.05

전임교수
마케팅

엄영호 Ph.D.(New York University, 1996)

마케팅 전공

연강흠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김동훈 Ph.D.(Columbia University, 1989)

이재훈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2)

김병규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한재훈 Ph.D.(Columbia University, 2003)

김영찬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5)

보험 전공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ersity, 2004)

김정동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박흥수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연세경영 교수진
명예 및 퇴임교수

오세조 Ph.D.(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회계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기랄 안드레스 Ph.D.(University of Alcala, 2003)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이완수 D.B.A.(University of Tennessee, 1981)

김지홍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김기영 Ph.D.(Washington University,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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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두철 Ph.D.(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김인준 Ph.D.(Columbia University, 1985)

임수빈 Ph.D.(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0)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92)

김준석 D.B.A.(Indiana University, 1982)

장대련 D.B.A.(Harvard University, 1986)

윤대희 Ph.D.(Yale University, 2008)

송 자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7)

최정혜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이경태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8)

국제경영 전공

이호영 Ph.D.(University of Oregon, 2000)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5)

곽주영 Ph.D.(MIT, 2008)

장진호 D.B.A.(Harvard University, 1999)

이기을 Ph.D.(Yonsei University,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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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욱 Ph.D.(Columbia University, 1993)

이학종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3)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임웅기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1977)
O.D.I

정구현 Ph.D.(University of Michigan, 1976)

오퍼레이션 전공

정종락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매니지먼트

김태현 Ph.D.(Indiana University, 1986)

정종암 Ph.D.(Yonsei University 1982)

권구혁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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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진 Ph.D.(Pusan University, 1972)

김지현 Ph.D.(New York University, 2011)

배성주 Ph.D.(MIT, 2009)

주인기 Ph.D.(New York University, 1986)

노현탁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최선미 Ph.D.(Cornel University, 2001)

박경민 Ph.D.(INSEAD, 2005)

허대식 Ph.D.(Indiana University, 2001)

박헌준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정보시스템 전공

신동엽 Ph.D.(Yale University, 1996)

김승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8)

마케팅 전공

양혁승 Ph.D.(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서길수 Ph.D.(Indiana University, 1989)

이승연 Ph.D.(Yonsei University, 2009)

오홍석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손재열 Ph.D.(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매니지먼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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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근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정기원 Ph.D.(Yonsei University, 2010)

이무원 Ph.D.(Stanford University, 2003)

임건신 Ph.D.(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회계 전공

이지만 Ph.D.(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임일 Ph.D.(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이재홍 Ph.D.(Yonsei University, 2013)

이호욱 Ph.D.(Texas A&M University, 2002)

경영과학 전공

장은미 Ph.D.(University of Maryland, 1993)

김성문 Ph.D.(University of Michigan, 2003)

정동일 Ph.D.(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정승화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양정미 Ph.D.(Brown University, 1987)

박선주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9)

이희수 Ph.D.(University of Sydney, 2011)

정예림 Ph.D.(University of Paris1, 2010)

장정훈 MBA (University of Michigan, 1978)

최순규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강의 전담 교수

객원 및 연구교수

한민희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85)

재무
재무 전공
구본일 Ph.D.(Columbia University, 1988)
박상용 Ph.D.(New York University, 198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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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기금
신규약정 현황
MBA
23%
학부
49%

약정액 기준
AMP
17%

2015 모금 약정액
19.4억원

7%

5%
석박사
기업, 단체, 학부모, 일반인

MBA
21%

학부
64%

2015 모금 참여인원

참여인원 기준

AMP
8%
3%
4%

49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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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기업, 단체,
학부모, 일반인

경영대학 기금
주요 현황
건축재원기금

단위 : 억원

234.1
전기이월액

36.1
입금액

270.2
사용금액

0
당기잔액

주요 사용 내역
경영관 신축 건축비

장학기금

단위 : 억원

21.8
전기이월액

2.5
입금액

3.9
사용금액

20.4
당기잔액

주요 사용 내역
블루버터플라이 장학생, CMC Leadership 및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이두원 장학생, 조종환 장학생,
홍모수민 장학생, 선등문화장학재단 장학생, DK Korea 장학생, 크리에이티브리더 및 우수신입생 장학금,
천일서암 장학생, uGET 장학금 등 학부 학생과 석박사 및 MBA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Class Gift

단위 : 억원

0.24
전기이월액

0.06
입금액

0.13
사용금액

0.17
당기잔액

주요 사용 내역
학부, 석박사 및 MBA 신입생 입학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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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Highlights
Undergraduate Program

주요지표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재학생수(명)

1,879

1,826

1,928

1,852

1,827

외국인학생 비율(%)

5.5

4.1

4.9

6.1

6.5

교환학생 파견수(명)

185

148

139

167

111

영어강의 비율(%)

33.3

35.1

35.7

37.6

37.5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45.0

35.4

36.9

33.6

35.5

2015

2014

2013

2012

2011

재학생수(명)

286

301

279

298

289

외국인학생 비율(%)

21.0

23.7

21.1

19.1

20.8

6.0

8.90

9.7

12.1

13.1

69.2

71.1

60.3

94.1

91.0

2015

2014

2013

2012

2011
506

MS/Ph.D Program
구분

영어강의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MBA Program
구분
재학생수(명)

459

458

474

501

외국인학생 비율(%)

8.3

10.0

8.6

9.8

9.5

26.3

33.3

39.7

27.1

28.9

6.8

7.7

7.3

8.1

12.0

2015

2014

2013

2012

2011

80

77

82

90

106

2015

2014

2013

2012

2011

위탁과정 수

8

12

14

22

21

모집과정 수

6

5

6

8

8

383

689

611

1,148

1,042

영어강의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AMP Program
구분
재학생수

Executive Education
구분

재학생수

* 재학생 수(Undergraduate, MS/Ph.D, MBA) : 해당년도 2학기 기준
* 등록금 대비율 : (1년간 총 장학금액/1년간 총 등록금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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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Leadership
Faculty
구분
전임교원

연세경영 Leadership
2015

2014

2013

2012

2011

68

66

70

72

70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

김동훈
임수빈

신임교원

2

5

2

5

2

부원장

퇴직교원

3

2

4

5

0

교학부학장

김성문

여성교원

8

9

8

8

8

기획부학장

최순규

외국인교원

7

7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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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

민순홍

Corporate MBA 주임교수

임 일

객원교원

3

6

9

10

7

겸임교원

17

26

26

28

26

연구교원

1

1

2

2

2

Administrative Staff
구분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2015
14

2014
18

2013
17

2012
18

2011
18

Finance MBA 주임교수
Executive MBA 주임교수 (5기, 6기)

김정동, 이호근

AMP 주임교수 (79기, 80기)

신진영, 임 일

상남경영원

9

10

10

10

10

경영연구소

5

3

2

2

2

엄영호

학부 CLC 주임교수

양정미

상남경영원
원장

김영찬

부원장

박선주

경영연구소
소장

김진우

부소장

이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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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발전 기금

연세경영 기금
약정자 명단

안교강(MBA 15)

AMP 70기

박미자 직원

양동훈(박사 01)

AMP 71기

박영렬 교수

100억 원 이상

양주현(MBA 77)

AMP 72기

박영숙(경영 82)

서경배(경영 81)

오재갑(AMP 52기)

AMP 74기

박영진(경영 69)

윤형근(경영 82)

AMP 75기

박태관 학부모

10억 원 이상

이강만(경영 74)

AMP 76기

박헌준 교수

김승제(MBA 07/AMP 50기)

이기을 교수

AMP 77기

방일석(AMP 51기)

김영진(경영 75)

이두원(상학 58)

AMP 78기

배기룡(경영 76)

김정수(경영 69)

이장희(경영 59)

AMP 79기

배호원(경영 70)

김효준(MBA 98)

이재용(경영 83)

AMP 골프회

변기욱(MBA 04)

박삼구(경제 63)

이종화(AMP 53기)

EMBA 4기

서길수 교수

송영휘(MBA 04)

장정훈 교수

EMBA 5기

서정민(MBA 13)

이동준(MBA 78)

정구현 교수

경영 86학번 동기회

손성규 교수

이재범(AMP 56기)

정석주(상학 59)

우리투자증권

손윤환(경영 78)

조락교(경제 55)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경영의 눈부신 발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송문호(상학 68)

5억 원 이상

조용선(경제 58)

1천만 원 이상

신동엽 교수

고병헌(경영 64)

최도석(경영 70)

강성민(경영 77)

신성호(경영 79)

박지원(경영 84)

황재광(MBA 01)

고한수(경영 70)

신용인(경영 70)

송승철(경영 76)

AMP 73기

구재범(AMP 58기)

신용한(경영 88)

심장식(경영 73)

AMP 총동창회

권승화(경영 76)

신현한 교수

이문일(경영 86)

EMBA 1기

권승희(경영 70)

안병덕(경영 76)

이병무(경영 59)

경영 79학번 동기회

권혁조(경영 72)

안종현(경영 75)

임부자(AMP 43기)

경영 80학번 동기회

김대영(MBA 06)

엄석종(MBA 14)

장홍선(경영 58)

경영 82학번 동기회

김도성(경영 75)

연강흠 교수

국민은행

경영 84학번 동기회

김동원

오광성(경영 71)

경영 85학번 동기회

김동준(경제 83)

오세조 교수

3억 원 이상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김동훈 교수

오영철(AMP 12기)

구본걸(경영 76)

김구재단

김사성(경영 85)

오원석

권은영(경영 75)

씨씨엠플라자

김성문 교수

유상호(경영 78)

김성운(경영 69)

윤경식(경영 77)

안용찬(경영 77)
이관식(경영 66)

5천만 원 이상

김세환(경영 77)

윤안도(경영 72)

故 임익순 교수 가족

김재환(AMP 33기)

김순무(AMP 43기)

이규상(상학 68)

한영재(경영 73)

김홍기(경영 75)

김영주(AMP 63기)

이길호(경영 83)

경영 81학번 동기회

성필호(경영 65)

김요대(경영 82)

이두철(AMP 38기)

경영 83학번 동기회

임향순(AMP 30기)

김용헌(경영 02)

이범교(MBA 11)

전용배(AMP 34기)

김윤회(경영 73)

이석구(경영 69)

1억 원 이상

정종진 교수

김인준 교수

이수호(경영 70)

김법용(AMP 77기)

AMP 53기

김재후(상학 67)

이응훈(MBA 93)

김선영

AMP 54기

김정동 교수

이재욱(경영 86)

김영숙(AMP 55기)

AMP 55기

김종태(경영 78)

이정선(경영 81)

김진우(MBA 15)

AMP 56기

김진우 교수

이정익(AMP 22기)

남궁덕(AMP 57기)

AMP 57기

김진홍(경영 77)

이정재(산업최고위과정 87)

박상용 교수

AMP 58기

김태암(AMP 63기)

이정조(경영 73)

서정락(MBA 03)

AMP 61기

김태현 교수

이지만 교수

선종구(경영 68)

AMP 62기

김학수(경영 71)

이창훈(경영 75)

손영식(AMP 17기)

AMP 63기

나홍규(경영 85)

이호근 교수

송자(상학 55)

AMP 64기

노병용(경영 69)

이호영 교수

신희호(경영 77)

AMP 65기

민순홍 교수

이홍기(AMP 47기)

심계원(MBA 99)

AMP 66기

박동출(AMP 50기)

임건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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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교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이경호(경영 82)

권오국(AMP 65기)

김진석(MBA 98)

박인준(경영 03)

안정국(수학 89)

임영균(경영 74)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이영섭(경영 84)

권태훈(경제 86)

김진영(박사 94)

박재형(석사 13)

안종윤(AMP 53기)

임용빈(MBA 04)

백양로포럼

이주삼(경영 83)

권형록(경영 90)

김진유(MBA 96)

박정수(경영 97)

안태석(경영 99)

장대련 교수

상경대학 59학번 입학동창회 이태호(경영 81)

권형주

김진형(경영 98)

박종수(경영 86)

양희준(경영 97)

장명 교수

상경대학 60학번 입학동창회 이희환(경영 79)

권혜진(경영 93)

김진호(경영 90)

박지만(경영 95)

연청흠(경영 86)

장은미 교수

상학 64학번 동기회

임경화(MBA 08)

권희전(경영 81)

김창수 교수

박진배 교수

연치상(경영 98)

전재훈(응통 75)

서길수 교수연구실 동문

임일 교수

금갑운(경제 86)

김태곤

박천택(경영 86)

염기현(경영 75)

전찬민(경영 86)

교보문고

장덕흠(AMP 71기)

김경구(경영 92)

김태균(경영 79)

박혜성(경영 11)

오동규(경영 01)

전현철(경영 77)

남극냉동

장석륭(경영 86)

김광수 직원

김태옥(AMP 22기)

박희영(경영 87)

오세호(경영 98)

정길영(MBA 12)

선등문화장학재단

전성기(경영 85)

김광원(MBA 83)

김태성(경영 89)

방기홍(경영 96)

오원석(경영 91)

정대형(경영 86)

영신엠텍

정운섭(경영 87)

김대균(경영 87)

김태정(경영 90)

배병찬(경영 92)

오윤진(경영 00)

정종모(MBA 71)

김도원(경영 04)

김태환(MBA 07)

배영표(AMP 53기)

오일선

정동기(경영 71)
정병철(상학 65)

5백만 원 이상

조석연(경영 79)

김동배(경영 73)

김태환(경영 05)

배운환(경영 88)

오정인(경영 92)

정성규(AMP 70기)

고병순(경영 76)

조성만(경영 85)

김동주(AMP 39기)

김필순(경제 66)

배환모(경영 86)

오종진(경영 91)

정세영(MBA 07)

김광오(경영 83)

조성우(경영 93)

김만수(경영 77)

김하운(경제 74)

백기범 직원

우덕기(경영 76)

조남준(경영 68)

김규명(경영 75)

최문호(경영 85)

김명길(경영 83)

김한준(경영 97)

백승원(경영 92)

우영제(MBA 03)

조재우(경영 86)

김동철(경영 84)

최정훈(경영 76)

김범수 교수

김혁주(응통 81)

백종필(경제 87)

원제철(AMP 47기)

조중래(MBA 12)

김만수(경영 77)

최종만(경영 78)

김병규(MBA 11)

김현(경제 95)

변기섭(MBA 06)

위진오(경영 86)

주인기 교수

김병환(경영 85)

최태균(경영 81)

김병묵(경영 88)

김형배(상학 66)

변상호(경영 91)

유병삼(경제 70)

지대섭(경영 72)

김성수(MBA 70)

한현주(경영 81)

김병호(경제 93)

김혜일(경영 00)

서가영(석사 13)

유정근(MBA 78)

지민호(경영 81)

김성진(경영 85)

홍성수(경영 79)

김봉기(경영 69)

김호석(응통 87)

서경훈(경영 94)

유종욱(경영 97)

최선미 교수

김영현(경영 79)

홍태호(경영 81)

김상엽(MBA 05)

김희은(경영 99)

서민규(경영 82)

유준범(경영 04)

최영수(경영 81)

김재훈(경영 83)

황병주(AMP 22기)

김상운(경영 86)

노성희(경영 84)

서태정(경영 90)

유초영(불문 83)

최원욱 교수

김점표(경영 85)

황의진(MBA 03)

김상호(경영 78)

노유진(경영 08)

석희병(경영 94)

유형종(경영 80)

최응열(경제 77)

김정우(경영 82)

MBA 85대 이글

김상훈(경제 91)

노진미(경영 02)

선우대롱(경영 81)

유홍서(경영 98)

최흥식(경영 71)

김준석 교수

한국정보공학(주)

김상희(MBA 09)

도헌수(경영 86)

성연문(생물 82)

윤대희 교수

최희규(경영 83)

김태호(경영 84)

김성배(경영 97)

라현주(경영 85)

성용훈(경영 00)

윤동일(경영 98)

한상학(경영 80)

남상환(경영 86)

5백만 원 미만

김세만(최고경제인과정 93)

류승권(경영 85)

성원엽(경영 97)

윤무영(경영 89)

한찬희(경제 74)

문희성(경영 83)

가태영(응통 91)

김송규(MBA 95)

문관형(경영 70)

손상국(경영 94)

윤문식 직원

허대식 교수

박대준(경영 86)

강동호(경제 68)

김수관

문인수(경영 84)

손영삼(경영 89)

윤성업(경제 88)

홍선주(경영 78)

박선주 교수

강봉섭(경영 62)

김순옥(MBA 03)

문채형(MBA 02)

손영준(MBA 04)

윤안식(AMP 78기)

황사용(MBA 13)

박성래(경제 97)

강성태(경영 92)

김승범(경영 67)

민충식(경영 71)

송갑호(MBA 95)

윤여천(경영 85)

황의준(MBA 01)

박성호(경영 88)

강세기(정외 87)

김승우(경영 86)

박경준(MBA 09)

송인걸(경영 85)

윤왕호 직원

황일청(상학 50)

박용석 교수

강원(경영 82)

김영만(MBA 94)

박기웅(상학 60)

송재용

윤창범(경영 91)

AMP 49기

방동원(AMP 53기)

강재성

김영수(경영 70)

박기채(MBA 73)

송종헌(MBA 03)

윤형석(글로벌행정 09)

AMP 51기

백상태(상학 67)

강조원(경영 93)

김영숙(MBA 00)

박미경(경영 98)

송태연(경영 59)

윤희목(경영 00)

AMP 52기

백창현(경영 85)

강충진(경영 70)

김영운(AMP 22기)

박민희(경영 00)

송하장(경영 83)

이강휘(경영 05)

AMP 60기

서진석(경영 84)

故 김석기(AMP 31기)

김용석(경영 06)

박병욱(상학 66)

신봉철(AMP 59기)

이광열(경제원 88)

EMBA 2기

손원범(경영 84)

고광수(경영 81)

김의경 직원

박병채(MBA 05)

신상인(MBA 87)

이규택(경영 72)

EMBA 3기

신문선(경영 76)

고성진(경영 91)

김정주(경영 84)

박삼복(AMP 38기)

신숙정(MBA 05)

이근식

GMT(Global Management Track) 신태용(MBA 08)

고인재(영문 87)

김종선(경영 85)

박상진(AMP 43기)

신승엽(MBA 06)

이근호 직원

MBA 81대 총원우회

양일수(경영 82)

고재진(경영 10)

김종수(경영 80)

박성배(경영 92)

신승일(경영 93)

이기석(MBA 05)

MBA 85대 총원우회

오동익(경영 83)

구본탁(MBA 13)

김종윤(경영 93)

박성조(경영 90)

신승철(경영 90)

이기성(경영 73)

경영 61학번 동기회

오일환(응통 76)

구요한(건축 97)

김주홍(경영 98)

박순배(AMP 31기)

신승훈(경제 95)

이도경(경영 03)

경영 64학번 동기회

유재흥(경영 73)

구자경(수학 96)

김준도(MBA 14)

박아영(경영 05)

신승훈(상학 65)

이도신(경영 92)

경영 69학번 동기회

유한상(경영 64)

구진형(수학 95)

김지수(경영 00)

박용근(경영 90)

신의순 교수

이명우(상학 67)

경영 72학번 동기회

윤용암(경영 75)

구학서(경제 66)

김지연(경영 11)

박용익(경영 84)

신종식(경영 70)

이병극(AMP 39기)

경영 74학번 동기회

이갑재(경영 82)

권상원(경영 86)

김지연(박사 14)

박유라(경영 98)

심충섭(식품공학 84)

이복한(경영 92)

경영 78학번 동기회

이경미

권영대

김지영(경영 09)

박인식(MBA 13)

안상철(경제 87)

이상규(경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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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경영 87)

정민지(경영 03)

허용석(경영 76)

이두원(상학 58)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AMP 총동창회

이상진(응통 94)

정병수(경제 73)

허찬회(경영 83)

전상표(AMP 42기)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China Daily Asia Pacific Limited

이석연(경영 87)

정성래(경영 84)

홍경희(MBA 06)

조종환(경영 83)

재연덕수상고

MBA 78대 원우회

이수빈(경영 93)

정성원(경영 88)

홍득기(경영 87)

AMP 68기

CJ CGV(주)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이수진(경영 98)

정성필(AMP 78기)

홍석주(경영 85)

AMP 69기

GS건설

재단법인홍모·수민장학회

이신호(MBA 05)

정성호(경영 91)

홍재호(MBA 70)

MBA 총동창회

LG전자

주식회사 아이엑스엘코리아

이영신(경영 87)

정세연(경제 86)

홍창희(경영 86)

SK텔레콤

하나은행

이용구(경제 80)

정수원(경영 70)

황석연(경영 87)

1천만 원 이상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외환은행

이용재(응통 84)

정연성(식생활 80)

황의용(화공 81)

강호찬(경영 95)

대상주식회사

이원섭(경영 84)

정연중(경영 97)

황준호(경영 97)

고은봉(경영 66)

대정장학회

5백만 원 미만

이은호(경영 05)

정영동(경영 84)

(재)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고한수(경영 70)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김대균(경영 87)

이장원(석사 07)

정영주(AMP 50기)

EMBA 4기 장학금수혜 3인

구본걸(경영 76)

롯데쇼핑

김병배(경영 70)

이장화(MBA 07)

정영한(경영 87)

MBA 52기

권오국(AMP 65기)

미래에셋증권

김보성(경영 97)

이종달(경영 70)

정영호(응통 91)

MBA 87기 야간통합과정

김경배(경영 83)

삼성전자

김용헌(경영 02)

이종보(MBA 86)

정우택(경제 59)

MBA 총동창회

김낙찬(AMP 67기)

성주재단

노근현(경영 06)

이종윤(경영 88)

정정호(경제 67)

YSB A/S 특강 참가자

김성찬(석사 98)

시몬느

도원식(경영 06)

이준근(MBA 05)

정주아(경영 03)

경영 60학번 동기회

김영호(AMP 52기)

신한은행

안종현(경영 75)

이진범(경제 94)

정주용(경제 70)

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김용운(AMP 16기)

아산나눔재단

염기현(경영 75)

이진원(경영 85)

정찬구(MBA 01)

대우가스보일러

김창수(경영 81)

에스비에스아이

유기성(경영 06)

이찬형(경영 69)

정택진(경영 81)

동양종합금융증권

김학수(경영 71)

우리은행

이원규(경영 75)

이창주(경영 87)

정희철(경영 85)

명화네트

라제훈(경영 69)

웅진씽크빅

전용환(경영 06)

이창현(경영 93)

조길용(AMP 13기)

주식회사 케이에스엠

서창우(경영 78)

이마트

정태한(경영 75)

이태우(경영 10)

조석준(MBA 08)

천호식품

손석우(경영 83)

일진전기

지신상(경영 75)

이필수(MBA 01)

조성연(MBA 06)

케이디파워

신용한(경영 88)

장금상선

AMP 61기

이학렬(경영 72)

조성우

코스닥라인

안용찬(경영 77)

천일서암장학재단

AMP 63기

이해원(MBA 05)

조성출(경영 91)

한림마린서비스

오광성(경영 71)

코오롱글로벌

AMP 75기 2반

이현로(경영 65)

조영욱(경영 87)

한림티앤씨

이경미

코오롱인더스트리

ING 생명보험

임근구(경영 86)

진선근(경영 92)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이두철(AMP 38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외환선물

임병훈(경영 86)

진용균(경영 69)

이재익(경영 69)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외환캐피탈

임복순(경영 75)

차현덕(경영 69)

이정익(AMP 22기)

패션그룹형지

외환펀드서비스

임소연(경영 98)

채성수(MBA 13)

장홍선(경영 58)

포스코경영연구소

하나SK카드

임수진(경영 92)

최거헌(경영 97)

5억 원 이상

전찬민(경영 86)

하이드로젠파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임양록(경영 91)

최광룡(AMP 52기)

심장식(경영 73)

정용화(경영 66)

하이마트

하나금융지주

임용순(법학 85)

최금화(MBA 08)

연경장학회

조우제(경영 94)

한국산업은행

하나다올신탁

임인순(경영 83)

최병우(경영 61)

조재우(경영 83)

한국수출입은행

하나다올자산운용

임종건

최병해(경영 94)

1억 원 이상

한영재(경영 73)

한일재단

하나대투증권

장경득(AMP 66기)

최승준(정경원 07)

김영진(경영 75)

한태식(경영 61)

현대증권

하나생명

장석조(경영 85)

최영준(상학 64)

김정수(경영 69)

황병주(AMP 22기)

장순국(경영 83)

최인우(MBA 00)

최희규(경영 83)

AMP 53기

5백만 원 이상

하나저축은행

장영현(경영 90)

최일명(경영 96)

AMP 67기

AMP 54기

김경휘(경영 83)

하나캐피탈

장유호(MBA 89)

최재범(경영 90)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AMP 55기

박재돈(AMP 53기)

장지수(응통 86)

추연욱(경영 93)

Dept. of veterans affairs

AMP 56기

박천택(경영 86)

장현수(경제 84)

한상현(경영 88)

아모레퍼시픽

AMP 57기

송자(상학 55)

전용환(경영 06)

한영일(경제 66)

이랜드월드

AMP 골프회

신현한 교수

전철희(경영 86)

한유(상학 60)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EMBA 3기

이종화(AMP 53기)

1억 원 이상

정기성(경제 05)

한인철 교수

EMBA 4기

AMP 52기

삼일회계법인

정기환(AMP 50기)

한충섭(경영 88)

5천만 원 이상

MBA 87대 원우회

AMP 70기

정동학(상학 65)

한현주(석사 05)

구재상(경영 83)

경영 83학번 동기회

AMP 71기

5백만 원 미만

정만원(경영 70)

허과현(MBA 76)

선등문화장학재단

경영 86학번 동기회

AMP 72기

이종은(경영 87)

장학재원 기금

하나아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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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발전기금

김민지(경영 04)

유정민(경영 04)

석박사

김민

석상규

이철

세계경영트랙

김민지(경영 04)

유진무(경영 04)

구현정(석사 09)

김상윤

성대형

이태연

발전기금

김범준(경영 02)

이강석(경영 07)

김상일(박사 07)

김선배

성백준

이태호

김수범(경영 04)

이민형(경영 03)

김영대(박사 03)

김선영

손호균

이형규

1천만 원 이상

김수정(경영 06)

이영준(경영 04)

김지연(석사 09)

김선웅

송경희

이홍준

최순규 교수

김영익(경영 03)

이유안(경영 05)

라미령(석사 08)

김성준

송호진

임계영

노키아

김영준(경영 05)

이의철(경영 05)

리은경(석사 09)

김성준

신민승

임동수

김용석(경영 06)

이종원(경영 05)

모배권(석사 06)

김성환

신봉규

임선아

5백만 원 이상

김욱렬(경영 03)

이지수(경영 05)

박주진(석사 09)

김수환

신원정

장은정

한국얀센

김윤진(경영 06)

이지혜(경영 06)

박태훈(석사 09)

김응수

신종선

장재영

김은용(경영 04)

이한솔(경영 03)

옥지웅(석사 07)

김재환

신진섭

장희영

5백만 원 미만

김은우(경영 06)

이호원(경영 03)

유성훈(석사 05)

김정훈

신진호

정우열

박명렬 교수

김인애(경영 04)

이홍열(경영 03)

윤영수(박사 03)

김종수

심성후

정의선

이영호(경영 97)

김일우(경영 04)

이황신(경영 04)

이기현(박사 07)

김주관

안영열

정재웅

주식회사 트루윈

김재혁(경영 03)

이훈성(경영 04)

이아현(석사 09)

김주연

양원진

정재형

한국쓰리엠

김진우(경영 06)

이힘찬(경영 04)

이은곤(박사 05)

김지수

양지훈

정재훈

김철웅(경영 03)

임동섭(경영 04)

이재성(석사 09)

김진규

엄명섭

정창현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김택균(경영 03)

임승혁(경영 04)

이정환(석사 08)

김태형

오승엽

정현수

김현선(경영 05)

임영롱(경영 04)

이청열(석사 09)

김태환

오우진

조영상

5백만 원 미만

김형규(경영 04)

임현정(경영 04)

임명서(박사 08)

김태훈

오장환

조영수

김태환(경영 05)

노우성(경영 03)

장수한(경영 06)

장운욱(박사 05)

김호용

오태엽

조지연

손지웅(경영 05)

민경실(경영 06)

장재헌(경영 03)

정슬기(석사 08)

남민석

원경연

조혜련

동부문화재단

민윤홍(경영 02)

장한나(경영 05)

정승원(석사 09)

문경신

원영웅

진태원

연합인포맥스

박경홍(경영 03)

정다운(경영 03)

조경엽(박사 01)

문선영

유수경

차정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박래현(경영 03)

정상용(경영 05)

채연주(박사 04)

문희정

유영길

최기호

박승환(경영 04)

정선오(경영 05)

황미진(박사 05)

민경의

윤석주

최서룡

박영진(경영 01)

정지수(경영 05)

황용희(박사 04)

박경준

이경범

최석훈

경영학과재무분야 발전기금 박정민(경영 06)

조경호(경영 03)

박민숙

이경주

최승빈

박진수(경영 06)

조성제(경영 05)

MBA 09

박상언

이남진

최우일

5백만 원 미만

박현식(경영 05)

주선경(경영 03)

Ariunbold Gombojav

박석환

이동욱

최우제

성용훈(경영 00)

박혜민(경영 07)

진두환(경영 04)

강민정

박성용

이동준

탁연정

백영민(경영 04)

진시몬(경영 07)

강민정

박성조

이민아

한경호

서유호(경영 03)

차문수(경영 01)

강선자

박성주

이병진

한덕연

서정화(경영 01)

차우석(경영 04)

강현명

박수범

이상우

한승준

JSC기금

서진(경영 06)

차은경(경영 06)

고형석

박영호

이상원

허민회

5백만원 미만

서진영(경영 03)

최성욱(경영 05)

권윤선

박원준

이상현

허융

김영진(사회 00)

손인석(경영 03)

최수희(경영 06)

권정민

박은주

이생재

허준

손정균(경영 05)

최신(경영 02)

금우현

박장규

이성민

황경곤

송권영(경영 04)

최영우(경영 02)

김경훈

박준석

이소라

황병필

송수길(경영 07)

최지은(경영 05)

김규진

박지원

이연학

황일환

Class Gift 2011

송연화(경영 06)

최혜림(경영 07)

김기해

박진형

이영상

학부

송재혁(경영 03)

하재성(경영 03)

김기현

박현우

이영신

강지윤(경영 06)

송현석(경영 03)

하진규(경영 04)

김기호

박홍식

이이진

고양중(경영 02)

심규환(경영 05)

한재웅(경영 04)

김나리

백선행

이장훈

권오승(경영 03)

심요한(경영 04)

현예슬(경영 06)

김남기

백성현

이재민

학부

김균(경영 04)

양우현(경영 04)

홍세화(경영 07)

김대현

백용해

이정득

강성협(경영 05)

김동욱(경영 03)

왕태영(경영 04)

홍유빈(경영 07)

김도균

사철기

이정숙

강진우(경영 04)

김득훈(경영 07)

우영균(경영 04)

황칠상(경영 02)

김동길

서윤지

이종성

강창희(경영 07)

김맑음(경영 05)

유원석(경영 07)

김미완

서재식

이진일

고경진(경영 05)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015 ANNUAL REPORT 55

Class Gift 2012

고경환(경영 04)

송승아(경영 05)

장세경(경영 07)

정기위(박사 08)

박춘홍

조인식

서석완(경영 07)

곽은영(경영 05)

송유경(경영 05)

장수찬(경영 07)

조효배(석사 09)

백상현

조태연

서윤지(경영 07)

김경태(경영 02)

송인성(경영 04)

장은지(경영 05)

진 하(석사 10)

변현근

채희경

서정윤(경영 08)

김도형(경영 05)

송재원(경영 08)

장재웅(경영 05)

채수준(박사 09)

서보희

최동완

송지영(경영 08)

김동주(경영 04)

송정윤(경영 03)

장혜림(경영 08)

손기영

최인실

신재승(경영 05)

김동훈(경영 04)

송지섭(경영 05)

전미선(경영 05)

MBA 07

손기종

최준환

신희웅(경영 05)

김민우(경영 08)

신단비(경영 08)

전범준(경영 02)

송주호

손원형

최현식

심정훈(경영 06)

김상일(경영 03)

신정우(경영 05)

전웅배(경영 05)

송영구

하인호

안자인(경영 09)

김시현(경영 03)

신채은(경영 05)

정미홍(경영 07)

MBA 08

안병욱

한기암

양준영(경영 08)

김우아(경영 07)

심영보(경영 04)

정원조(경영 03)

장기호

안정진

한인섭

오윤영(경영 08)

김정기(경영 04)

안동산(경영 04)

정자헌(경영 05)

양주윤

홍순기

오효석(경영 08)

김정명(경영 03)

안정수(경영 05)

정재욱(경영 05)

MBA 10

오영우

황지원

이강휘(경영 05)

김준효(경영 08)

안진아(경영 06)

정지원(경영 05)

Leif Karlen

원종규

이다미(경영 08)

김지은(경영 05)

양성수(경영 04)

정진엽(경영 04)

강민석

유성원

이동현(경영 09)

김지혜(경영 06)

양희완(경영 05)

정혜승(경영 08)

강성준

유태인

김태정(경영 04)

염지현(경영 06)

조선영(경영 07)

강천기

윤덕수

김태혁(경영 04)

오대하(경영 06)

조성규(경영 04)

고병운

윤법렬

학부

이승연(경영 08)

김현우(경영 04)

오명석(경영 05)

조승우(경영 08)

고석환

윤치영

강미나(경영 09)

이용진(경영 06)

김현준(경영 05)

오영환(경영 03)

조용준(경영 03

권광호

이건학

강수민(경영 09)

이원우(경영 06)

김형준(경영 04)

용승철(경영 02)

조용호(경영 07)

권영윤

이관우

권경환(경영 05)

이재명(경영 06)

김혜영(경영 07)

유가영(경영 07)

조웅(경영 07)

김대철

이국성

권대웅(경영 05)

이지혁(경영 08)

김확렬(경영 08)

유재준(경영 06)

조은지(경영 08)

김대헌

이동우

권유경(경영 08)

이태현(경영 05)

남상덕(경영 03)

윤석기(경영 05)

조인혁(경영 08)

김동수

이동훈

김대훈(경영 04)

이형준(경영 06)

남윤승(경영 04)

윤승인(경영 03)

조항영(경영 06)

김상순

이민석

김동민(경영 09)

임슬기(경영 08)

노가영(경영 06)

윤주형(경영 04)

주민서(경영 04)

김성열

이수영

김동완(경영 04)

임승진(경영 05)

노근현(경영 06)

윤지현(경영 07)

진수정(경영 07)

김성택

이슬기

김동우(경영 04)

장웅근(경영 06)

문기성(경영 04)

이강욱(경영 05)

채종민(경영 04)

김성호

이용권

김동현(경영 05)

장원재(경영 06)

박경찬(경영 06)

이경원(경영 04)

최보민(경영 08)

김수한

이용희

김미나(경영 08)

전수환(경영 06)

박기영(경영 04)

이광용(경영 04)

최영은(경영 07)

김영건

이은경

김범수(경영 05)

전준호(경영 05)

박기홍(경영 04)

이광희(경영 05)

최유진(경영 05)

김영근

이재범

김상우(경영 05)

조예진(경영 09)

박성수(경영 04)

이동욱(경영 04)

최재환(경영 03)

김용식

이종근

김상우(경영 06)

조준혁(경영 05)

박수정(경영 05)

이슬(경영 07)

최지혜(경영 08)

김용태

이종현

김상준(경영 04)

조창인(경영 05)

박종필(경영 04)

이영선(경영 05)

최혜선(경영 08)

김은경

이주리

김성진(경영 02)

최경희(경영 08)

박준영(경영 04)

이예솔(경영 07)

최홍석(경영 05)

김인규

이준명

김성현(경영 04)

최동찬(경영 06)

박준호(경영 05)

이원제(경영 07)

허운회(경영 04)

김재완

이진석

김유나(경영 08)

최미영(경영 08)

박지수(경영 07)

이유진(경영 05)

허준(경영 04)

김정환

임규원

김유진(경영 09)

최원영(경영 08)

박찬민(경영 04)

이재형(경영 04)

현지은(경영 07)

김종환

임섭

김준희(경영 06)

최주영(경영 05)

박철오(경영 08)

이정민(경영 07)

홍성은(경영 07)

김진갑

장정순

김태환(경영 04)

하경주(경영 06)

박태준(경영 04)

이정환(경영 05)

김진숙

전성미

도영우(경영 03)

현진성(경영 06)

박해수(경영 07)

이정훈(경영 05)

석박사

김진숙

정갑수

명종환(경영 05

홍준기(경영 05)

박현규(경영 04)

이지인(경영 06)

김기수(석사 10)

김창근

정보근

모희(경영 09)

황인아(경영 05)

박현지(경영 07)

이태현(경영 06)

김혜미(석사 10)

김창형

정석찬

민재원(경영 08)

황필순(경영 04)

백성희(경영 07)

이한(경영 04)

김홍(박사 08)

김태승

정성락

박극렬(경영 10)

백운도(경영 03)

임그린(경영 07)

송성애(석사 10)

김한준

정양오

박보미(경영 07)

석박사

변정윤(경영 07)

임상은(경영 07)

신현준(석사 10)

문웅상

정의헌

박주홍(경영 06)

고옥결(석사 11)

서원교(경영 04)

임상혁(경영 04)

이경화(석사 10)

박석돈

정재학

박현재(경영 08)

박상용(석사 11)

서정원(경영 05)

임철성(경영 04)

이길태(석사 10)

박영웅

정한길

방현준(경영 05)

배창현(석사 11)

손소현(경영 06)

임현민(경영 05)

이원석(석사 10)

박일동

제희원

배인해(경영 07)

서금희(석사 08)

송민지(경영 08)

장미리(경영 05)

이철원(석사 07)

박중원

조용진

배현성(경영 09)

요범(석사 11)

Class Gift 2013

이상정(경영 06)
이세종(경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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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박사 09)

신나라

이민제(경영 06)

홍윤기(경영 08)

김지나

최준의

유혜영(박사 09)

신현우

학부

이서영(경영 10)

홍주영(경영 08)

김지현

최현숙

이미리(석사 10)

안기종

강건(경영 08)

이슬기(경영 12))

김진형

한성훈

이종민(석사 11)

오세규

강한수(경영 06)

이승규(경영 06)

석박사

김태균

정은경(석사 11)

유준수

관명(경영 09)

이승환(경영 04)

강경선(석사 11)

김현규

AMP 66기

정현기(박사 09)

윤재웅

김나정(경영 09)

이영실(경영 08)

김자영(석사 11)

김현호

이은희

조재현(석사 11)

윤현진

김맑음(경영 05)

이요한(경영 10)

김지연(석사 11)

남상직

조정은(박사 09)

이강복

김민수(경영 08)

이윤석(경영 04)

나함(석사 11)

노석진

최우담(석사 11)

이동엽

김민정(경영 09)

이은일(경영 09)

박순채(박사 05)

노현승

최종철(박사 09)

이득흔

김민지(경영 08)

이인엽(경영 07)

서근영(박사 10)

박남수

표현상(박사 09)

이용서

김보귀(경영 04)

이장훈(경영 07)

석미옥(석사 11)

박성준

학부

이은행

김선익(경영 06)

이정현(경영 10)

양영수(박사 09)

박정우

강모정(경영 07)

MBA 10

이재은

김수진(경영 08)

이정훈(경영 07)

이가림(박사 10)

박희갑

강민주(경영 08)

고진배

이재현

김은우(경영 06)

이준연(경영 09)

이지숙(박사 08)

박희열

강선유(경영 10)

이윤희

이정호

김종서(경영 07)

이준원(경영 07)

장련(박사 09)

배상헌

강지현(경영 11)

이정환

김지수(경영 09)

이지아(경영 09)

초옥(석사 11)

서정욱

고병수(경영 09)

MBA 11

이준혁

김지영(경영 09)

이혁주(경영 06)

최성호(석사 12)

심형섭

곽민우(경영 05)

강우석

이지은

김충환(경영 07)

이현주(경영 08)

표경민(박사 10)

안보경

곽수지(경영 11)

강지선

이지헌

김태룡(경영 04)

이혜진(경영 09)

Hsu Mon Yee(석사 11)

안상현

권미정(경영 11)

계승효

이진영

김필수(경영 07)

이호준(경영 05)

Lixia

안승준

권예슬(경영 10)

고광수

이창선

김현해(경영 05)

임유나(경영 09)

양일수

길은실(경영 10)

권경미

이창주

김형상(경영 06)

임준혁(경영 06)

MBA 08

양재훈

김광노(경영 07)

김동욱

이창희

김혜련(경영 08)

임진우(경영 07)

박병현

연규선

김명열(경영 06)

김미혜

이필성

김혜연(경영 10)

임홍섭(경영 08)

유희열

오병성

김민준A(경영 07)

김민선

이행근

김혜은(경영 10)

장순규(경영 06)

오신영

김민준B(경영 07)

김상연

이현주

김희준(경영 08)

장영진(경영 09)

MBA 09

오해영

김보라(경영 11)

김성원

이호원

남동경(경영 07)

전용환(경영 08)

정지웅

윤창민

김상수(경영 09)

김수

이희재

남승현(경영 09)

전유진(경영 07)

이강남

김성훈(경영 06)

김수정

임원배

노은영(경영 08)

전은상(경영 10)

MBA 11

이상현

김소담(경영 10)

김수현

장은석

마성혁(경영 08)

전철호(경영 06)

김기태

이상훈

김소혜(경영 10)

김재범

정두섭

맹려휘(경영 09)

정노윤(경영 08)

류건형

이신호

김승현(경영 10)

김정민

정해창

문호선(경영 04)

정유정(경영 07)

유혜진

이영진

김예진(경영 11)

김종진

조민

박기범(경영 08)

정재광(경영 07)

이상일

이인재

김은애(경영 09)

김준석

조성애

박수빈(경영 09)

정종성(경영 06)

이정훈A

김정주(경영 07)

김태범

조성우

박재민(경영 06)

정준호(경영 06)

MBA 12

이정훈B

김준연(경영 08)

김태성

주웅열

박진회(경영 09)

정현중(경영 05)

강순석

이창원

김지혜(경영 08)

김태훈

진수경

방승환(경영 06)

조은석(경영 07)

고인홍

이해리

김현지(경영 10)

김현옥

한세웅

백성희(경영 07)

지인희(경영 06)

고한규

이호철

김형준(경영 09)

나호섭

한승우

서연진(경영 09)

차지윤(경영 07)

구경영

임신옥

김홍준(경영 08)

류근선

허명진

안경은(경영 07)

채예린(경영 05)

권정훈

전민형

나명하(경영 09)

류성현

허은숙

안병찬(경영 06)

최고운(경영 06)

기응수

전종웅

노승오(경영 08)

민기식

허정주

양은혜(경영 08)

최고은(경영 10)

김강정

전행옥

노혁인(경영 09)

박경택

홍지은

오명은(경영 09)

최보윤(경영 08)

김낙균

정기호

박기범(경영 07)

박광인

황성은

오홍석(경영 07)

최승용(경영 09)

김미영

정민정

박시영(경영 09)

박현창

황유지

유기성(경영 06)

최윤석(경영 06)

김상일

정재민

박재범(경영 07)

변윤상

황의진

유재은(경영 06)

최정민(경영 06)

김성주

정진호

박주희(경영 09)

서시연

윤영진(경영 06)

최진우(경영 05)

김성현

조성환

박지원(경영 11)

송승룡

윤형식(경영 05)

하주영(경영 09)

김우식

주민규

박현준(경영 07)

이길훈(경영 05)

허규범(경영 07)

김정호

최종훈

박혜나(경영 10)

송진헌

Class Gif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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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Gift 2015

백두산(경영 08)

조택림(경영 10)

이현미

김민태(경영 08)

이승환(경영 08)

김유림

백현우(경영 08)

조희곤(경영 09)

MBA 12

이효진

김선주(경영 09)

이영근(경영 12)

김윤일

서덕하(경영 07)

지인배(경영 07)

문고운

임덕만

김성수(경영 12)

이영찬(경영 08)

김은경

서석만(경영 07)

차수정(경영 10)

임병채

임숙현

김송현(경영 12)

이용하(경영 11)

김정호

서정선(경영 08)

차주연(경영 09)

정서진

임진아

김수정(경영 11)

이원지(경영 13)

김정환

서하나(경영 10)

최근호(경영 08)

장현호

김승현(경영 06)

이재선(경영 10)

김준도

성현석(경영 06)

최석훈(경영 06)

MBA 13

정기선

김재순(경영 09)

이종호(경영 07)

김진태

소윤주(경영 11)

최예슬(경영 08)

Deng Shibei

정해승

김지윤(경영 13)

이지영(경영 11)

노건호

송미선(경영 09)

최윤호(경영 06)

NITCHAMAN

조문진

김현영(경영 11)

이지현(경영 11)

류현석

송지현(경영 09)

최은비(경영 10)

THANAWAN

조민재

김혜연(경영 11)

이혜린(경영 10)

문영화

신승환(경영 07)

하솔메(경영 07)

고지혜

조상현

김혜진(경영 11)

임수민(경영 05)

박소영

신영호(경영 06)

한해성(경영 07)

권성달

지영인

남승희(경영 11)

임현지(경영 00)

서정기

안성준(경영 06)

함민석(경영 06)

권지영

채미경

문재식(경영 09)

전형준(경영 10)

선동지

안유정(경영 10)

허이슬(경영 09)

김기환

채정은

문재신(경영 09)

정다솔(경영 10)

손교훈

안채린(경영 14)

허준(경영 08)

김길주

한승민

문찬양(경영 10)

정봄이(경영 09)

심성보

엄민지(경영 10)

허준영(경영 07)

김동한

한진선

박누리(경영 10)

정수리치(경영 08)

안종호

오정환(경영 07)

홍미진(경영 11)

김미정

함현수

박상기(경영 09)

정효원(경영 10)

안중화

왕미나(경영 09)

홍정민(경영 10)

김상원

홍원선

박세홍(경영 08)

조정원(경영 07)

오은경

우승현(경영 14)

황동매(경영 11)

김소연

황원근

박수아(경영 12)

조혜진(경영 11)

유기용

원창희(경영 07)

황재성(경영 07)

김임환

박연준(경영 11)

최명훈(경영 08)

유상우

위현복(경영 10)

황준우(경영 07)

김진규

MBA 14

박지윤(경영 11)

최빛나리(경영 09)

유치영

김현진

이병우

백민철(경영 09)

최용대(경영 07)

윤대인

유승협(경영 11)
윤새결(경영 08)

석박사

박병찬

이상원

서다현(경영 10)

최진영(경영 10)

윤용석

윤소정(경영 10)

JINCHUNYU(석사 13)

박지명

황현실

성인규(경영 11)

추인욱(경영 08)

이미연

이경진(경영 08)

Liu enyu(석사 11)

박현우

성진환(경영 11)

현재명(경영 08)

이병우

이규원(경영 10)

강혜빈(석사 13)

배헌

손종민(경영 07)

홍가람(경영 12)

이영은

이민경(경영 11)

고민정(박사 08)

백연희

손채문(경영 10)

홍솔(경영 11)

이원재

이상보(경영 08)

권성복(석사 12)

변대기

송연우(경영 10)

홍정민(경영 08)

이윤정

이상윤(경영 08)

김도연(박사 01)

성제현

학부

송혜전(경영 10)

이소영(경영 11)

김태곤(석사 12)

신남선

HE JINGWEI(경영 12)

신수연(경영 14)

석박사

이슬비(경영 10)

김현준(석사 13)

신현수

ZENG YAJIE(경영 12)

신영섭(경영 07)

Baatarnyam Anujin(석사 14) 이화연

이승연(경영 08)

마몽설(석사 13)

심영민

강규호(경영 09)

신재환(경영 07)

GAO MIN(석사 14)

정연승

이예준(경영 11)

박상우(석사 12)

오명대

강동호(경영 08)

신현수(경영 11)

WANG ZHUYI(석사 14)

최수현

이주나(경영 10)

박성준(석사 12)

유정윤

강민희(경영 10)

엄상규(경영 11)

강수언(석사 13)

최승희

이주옥(경영 09)

배미옥(석사 11)

유주리

강선아(경영 12)

오수경(경영 09)

권계은(박사 08)

최유순

이지윤(경영 10)

배영범(석사 13)

이경임

강선유(경영 10)

오정아(경영 10)

김은희(석사 03)

이채영(경영 11)

변정윤(석사 13)

이기환

강세희(경영 11)

오태림(경영 09)

박광서(석사 09)

MBA 15

이호선(경영 05)

유효맹(석사 11)

이석호

강지훈(경영 09)

왕태빈(경영 09)

유마이(석사 13)

정연태

이효린(경영 10)

이성훈(석사 12)

이성규

고인환(경영 08)

원지윤(경영 09)

윤지아(박사 04)

이효직(경영 14)

이수희(석사 11)

이성훈

곽지은(경영 10)

유병수(경영 06)

이현서(석사 14)

120만원 5,000명

전한솔(경영 09)

임단화(석사 09)

이숙희

구지연(경영 11)

윤석일(경영 11)

장영수(석사 13)

연세경영

전효인(경영 09)

정언태(석사 11)

이영숙

권보경(경영 10)

윤성춘(경영 10)

정현정(석사 14)

사랑 캠페인

정민경(경영 10)

정유진(석사 10)

이재일

권예지(경영 11)

윤준원(경영 09)

정샘나(경영 09)

최혜영(석사 12)

이정민

권용민(경영 07)

이동명(경영 09)

MBA 13

26구좌

김여진

김준도(MBA 14)

정세연(경영 10)

Class Gift 2016

이지은
이현진

이정열

권혁민(경영 09)

이동진(경영 09)

정지훈(경영 09)

MBA 06

이준석

김강원(경영 11)

이명원(경영 10)

정태우(경영 07)

오윤지

이준영

김경은(경영 10)

이상석(경영 11)

MBA 14

25구좌

이진원

김나연(경영 15)

이새봄(경영 10)

강정화

AMP 총동창회

조동갑(경영 06)
조상현(경영 07)

MBA 11

이충전

김동현(경영 10)

이수정(경영 10)

권누리

조우용(경영 08)

장동준

이태훈

김동현(경영 10)

이승은(경영 10)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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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구좌

이성문(경영 77)
16구좌
이홍기(AMP 47기)

6구좌

부인 김영미

2구좌

김창수(경영 81)

자녀 김태현 김태우

강의철(경영 02)

이정익(AMP 22기)

김재일(MBA 13)
부인 원진순

강일송(AMP 78기)
구호림(경영 82)

자녀 이준규 이윤정

자녀 김반디(식품영양 99)

12구좌

이진경

사위 연승환(경영 99)

김대열(경영 75)

사위 김영석

[자녀 김민지(경영 05)]
10구좌

구대회(경영 99)

임부자(AMP 43기)

고병헌(경영 64)

김기한(경영 78)

고양중(경영 02)

김길수(경영 79)

고연기(경영 93)

김길주(MBA 13)

고은봉(경영 66)

김남권(경영 76)

남편 박종인
임수빈 교수
부인 김수원(식품영양 90)
쟈니덤플링(응통 86)

고은선 직원

김내영(경영 65)

김동훈 교수

정기범(MBA 13)

고인홍(MBA 12)

김대균(경영 87)

매 박지영

자녀 고다혜 고승환

김기준 직원

김광수 직원

부모 박윤순 한현자

부인 정부선

김기원(경영 67)

고민정(박사 08)

박상용(석사 11)
고재희(AMP 64기)

경정수(AMP 78기)

자녀 구주형

부인 이주연(경영 01)

김주환(MBA 13)

5구좌
강병천(경영 77)
고종태(AMP 77기)

부인 김경진(경영 05)

부인 윤영자

고길석(경영 73)

임봉희(AMP 52기)

손영근(AMP 73기)
부인 문미희
자녀 손세웅 손세준

고일상(경영 80)

김대희(경영 76)

김명환(MBA 84)

자녀 김희선

정수원(경영 70)

부인 송경주(의류환경 93)

고제인(AMP 78기)

김덕산(경영 02)

김병우(AMP 77기)

정연택(경영 88)

고진훈(경영 82)

김덕수(경영 84)

김봉숙(MBA 14)

부인 문희

고현진(경영 04)

김도성(경영 75)

남편 소환순

정정인 직원

곽대웅(경영 83)

김도연(경영 14)

곽주영 교수

김동배(경영 73)

정종진 교수

곽지영(박사 04)

김동석(경영 78)

정현호(경영 78)

곽한결(경영 05)

김동성(경영 79)

차재호(경영 74)

곽형선

김동수(경제 55)

최 은(AMP 54기)

구대환(AMP 59기)

김동욱(MBA 11)

최선미 교수

구학서(경제 66)

부인 김현지

이종달(경영 69)

김성원(MBA 02)

김규명(경영 75)

자녀 구연희

익명(경영 93)

김세호(석사 04)

김윤성(MBA 15)

부모 구달서 이부자

부인 신혜선(석사 07)

자녀 최지혜

남윤성(MBA 15)

권승화(경영 76)

3구좌

부인 김윤희

권응구(경영 65)

김두열(AMP 65기)

자녀 남현식 남아식

김상진(경영 76)

김상기(경영 69)

김승우(MBA 96)

구본창(경영 71)

김동진(경영 80)

김성찬(MBA 15)

김상연(AMP 77기)

김임환(MBA 13)

남편 김상근

구재상(경영 83)

김동진(경영 83)

부인 이민숙

김수진(MBA 15)

김종근(경영 69)

자녀 김태은

최예지(경영 09)

구현모(경영 11)

김동현(경영 05)

자녀 박신욱 박기동

박동희(AMP 78기)

김창권(AMP 77기)

김제세(AMP 78기)

권경환(경영 69)

김동훈(경영 73)

부모 박근효 오영순

박영인(경영 72)

백우석(경영 71)

김주한(AMP 78기)

한승기(AMP 66기)

권구혁 교수

김동희(경제 52)

처부모 이해경 안옥경

변기욱(MBA 04)

송성호(AMP 77기)

김화중(경영 76)

황사용(MBA 13)

권국주(경영 64)

김동희(상학 56)

안택수(상학 60)

박인호(MBA 89)

박영렬 교수

숙부 박근태(사학 73)
지도교수 Jean-Francois Hennart
박형건(경영 80)

자녀 변준성 변준영
변희경(MBA 14)
손영식(AMP 17기)

김수연(박사 13)
모 정성여

부 최윤건

권기찬(MBA 99)

김두헌(경영 10)

자녀 안소은(체교 92)

백기범(MBA 97)

1구좌

권성문(경영 81)

김두홍(경영 83)

사위 차창훈(정외 85)

백성욱(경영 76)

감덕식(경영 92)

권승희(경영 70)

김록형(경영 08)

설도원(박사 04)

부인 이순자

윤정호(경영 69)

부인 김은숙

강다원(경영 11)

권재석(상학 66)

김만동(경영 81)

송승철(경영 76)

자녀 손대협 손정옥

이윤(AMP 77기)

백창현(경영 85)

강동훈(경영 83)

권지훈(AMP 78기)

김만수(경영 77)

양동훈(박사 01)

손주연

이일규(경영 59)

송상철(경영 92)

강모정(경영 07)

권혁무(상학 63)

김명규(경영 85)

이동우(MBA 15)

우덕기(경영 76)

이재익(경영 69)

안강현 교수

강봉섭(경영 62)

금정호(경영 84)

김명준(경영 63)

부인 고은숙

윤대인(MBA 14)

이종수(경영 69)

엄석종(MBA 14)

강상욱(경영 89)

금중갑(상학 65)

김명철(경영 80)

자녀 이로사, 이채라
이병남(경영 82)
정찬규(AMP 77기)
부인 심혜영

부인 구수진

이종화(AMP 53기)

자녀 윤서영 윤승민

이준영(MBA 13)

윤형민

자녀 이은경 이현경

이경록(MBA 14)

임주재(경영 72)

자녀 엄태경

강석진(경영 06)

기대웅(경영 91)

김명한(MBA 01)

유상호(경영 78)

강석희(MBA 14)

김건수(경영 85)

김민석(경영 74)

유희동(상학 64)

강성룡(경영 71)

김건하(경영 82)

김민정(경영 09)

강성암(경영 80)

김경구(경영 92)

김민지(경영 04)

부인 김동숙(상학 64)

자녀 정준희 정수인

부인 손나리

장경득(AMP 66기)

윤정호(경영 69)

강세영(경영 71)

김경순(AMP 77기)

김범준(경영 12)

다솜인터내셔널

자녀 이원재 이민재

정예림 교수

이강남(MBA 12)

강세종(경영 87)

김경완(경영 93)

김병근(MBA 06)

조웅기(경영 85)

이주섭(AMP 66기)
자녀 이기열

부 정창현
이모 박민숙

강승수(경영 91)

김경찬(박사 94)

김병묵(경영 88)

이덕연(AMP 78기)

부인 최지선(심리 84)

강승완(경영 88)

김경창(경영 83)

김병배(경영 70)

9구좌

장덕흠(AMP 71기)

차승훈(경영 82)

이두원(경영 83)

강윤구(경영 88)

김경하(경영 02)

김병순(경영 70)

이서영(MBA 14)

장명 교수

차재권(MBA 13)

이승순(석사 06)

강윤석(경영 83)

김경현(경영 12)

김상곤(상학 64)

최상기(MBA 15)
8구좌
권오국(AMP 65기)

하태석(AMP 63기)
자녀 하상수

부인 조선례
자녀 권기훈
현창수(AMP 49기)
부인 백경옥

4구좌
강승렬(경영 83)
김상희(MBA 09)
김윤회(AMP 59기)

자녀 차지희 차지민

강원(경영 82)

김경희(경영 04)

김상돈(경영 83)

이장화(MBA 07)

강정일(상학 62)

김관호(경영 78)

김상운(경영 86)

부인 함영미

이재선(AMP 68기)

강춘원(AMP 78기)

김광수(MBA 13)

김상준 교수

자녀 최성민

이재용(경영 83)

강태욱(경영 83)

김광오(경영 83)

김상진(AMP 78기)

최호식(MBA 06)

이재진(경영 13)

강호찬(경영 95)

김광우(경영 73)

김상헌(경영 82)

강효원(경영 13)

김규복(경영 09)

김상호(경영 87)

이준환(경영 11)

경규학 교수

김근수(경영 79)

김석현(경영 91)

이철형(경영 01)

경영대학 국제협력실

김기민(경영 85)

김선숙(MBA 06)

최순규 교수

부모 최영열 권기연
한상덕(경영 69)

부인 진보영

모 최영희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015 ANNUAL REPORT 59

김선애(경제 07)

김용선(경영 77)

김지동(경영 01)

김형기(경영 92)

문승동(MBA 90)

박성오(경영 75)

박창언(경영 75)

김선주(경영 03)

김용수(MBA 03)

김지수(MBA 09)

김형욱(경영 65)

문승석(경영 88)

박성조(경영 90)

박창호(경영 79)

김선현(경영 80)

김용운(AMP 78기)

김지안(MBA 13)

김형중(MBA 14)

문종일

박성호(경영 88)

박천서(경영 70)

김성기(MBA 87)

김용원(경영 81)

김지영(박사 11)

김형찬(경영 94)

문종진(경영 75)

박세범 교수

박태근(경영 81)

김성래(경영 86)

김용정(상학 63)

김지은(AMP 78기)

김호용(경영 63)

민경춘(경영 72)

박세열(경영 99)

박태원(경영 69)

김성문 교수

김우성 직원

김지현 교수

김홍기(경영 75)

민동준 학부모

박세웅(석사 98)

박태원(경영 84)

김성민(경영 87)

김웅한(경영 81)

김지홍 교수

김홍석(MBA 06)

민병운(MBA 13)

박수빈(경영 09)

박헌준 교수

김성수(상학 55)

김유진(경영 09)

김진구(AMP 73기)

김홍식(경영 65)

민성환(경영 06)

박수진(경영 03)

박현훈(MBA 13)

김성욱(경영 75)

김윤희(경영 91)

김진규(MBA 13)

김효중(경영 69)

민순홍 교수

박순배(AMP 31기)

박형민(경영 05)

김성운(경영 69)

김율리(경영 93)

김진성(경영 75)

김황(석사 04)

민영우(상학 64)

박승안(경영 84)

박형준(경영 79)

김성은(MBA 06)

김은경(MBA 14)

김진우 교수

김현(경영 73)

민지홍(경영 82)

박승철(경영 92)

박혜영(경영 75)

김성은(MBA 74)

김은우(경영 06)

김진원(경영 93)

김훈(경영 84)

민충식(경영 71)

박영남(MBA 11)

박홍득(AMP 61기)

김성천(경영 95)

김은주(AMP 73기)

김진태(상학 59)

김흥진(AMP 48기)

민치성(석사 99)

박영암(경영 80)

박흥서(MBA 84)

김성택(경영 78)

김의경 직원

김진해(AMP 77기)

김희동(경영 03)

민현주(석사 10)

박영웅(경영 87)

박흥세(체교 83)

김성호(경영 87)

김익찬(경영 72)

김진호(경영 69)

김희명(MBA 13)

박경민 교수

박영진(경영 69)

박희영(경영 87)

김세래(경영 00)

김인구(경영 70)

김진호(경영 83)

나성준(경제 08)

박경준(MBA 09)

박용근(경영 90)

박희춘(경영 79)

김세영(경영 66)

김인숙 직원

김진호(경영 90)

나우석(석사 00)

박광국(경영 73)

박용석 교수

방기석(경제 78)

김세윤(경영 14)

김인오(경영 64)

김진홍(경영 79)

나우주(응통 82)

박광서(박사 09)

박용준(경영 75)

방동환(경영 01)

김세진(경영 74)

김일수(MBA 14)

김찬귀(경영 77)

나원주(경영 08)

박광우(경영 84)

박용평 직원

방현준(경영 05)

김세환(경영 77)

김일우(경영 04)

김찬석(경영 09)

나원찬(경영 77)

박광춘(경영 84)

박원규(경영 67)

배규태(경영 83)

김수길(경영 74)

김일운(경영 69)

김창도(박사 99)

나원태(경영 11)

박규홍(경영 83)

박원희(경영 66)

배상현(MBA 99)

김수연(박사 13)

김일윤(MBA 11)

김창성(상학 64)

남경태 학부모

박기범(석박통합 14)

박은경(경영 00)

배성주 교수

김수정(MBA 11)

김장호(AMP 48기)

김창현(경영 91)

남명우(경영 90)

박기완(경영 76)

박재관(경영 90)

배종회(경영 68)

김수호(MBA 11)

김재관(경영 63)

김채전(경영 70)

남상만(경영 69)

박기현(경영 94)

박재균(경영 97)

배준현(컴퓨터공학 04)

김순규(상학 64)

김재국 학부모

김철원(경영 87)

남상민(경영 92)

박길우(경영 90)

박재영(경영 99)

배호원(경영 70)

김숭진(MBA 95)

김재요(경영 80)

김철희(AMP 76기)

남상직(MBA 12)

박노승(경영 75)

박재한(경영 06)

백민철(경영 09)

김승제(AMP 50기)

김재호(경영 82)

김충한(AMP 28기)

남상호(경제 08)

박대순(경영 78)

박재현(경영 10)

백봉학(상학 65)

김승필(AMP 77기)

김점표(경영 85)

김치걸(경영 73)

남성은(경영 06)

박대준(경영 86)

박정민(경영 93)

백상진(경영 69)

김승현 교수

김정국(경영 83)

김태균(MBA 79)

남윤(경영 10)

박명규(경영 79)

박정서(경영 82)

백영철 학부모

김승환(경영 88)

김정근(경영 94)

김태동(경영 88)

남인봉(경영 86)

박문희(AMP 78기)

박정언(경영 12)

백유진-김호준 부부(석박통합 12)

김승훈(경영 93)

김정기(경영 04)

김태성(경영 89)

남진호(MBA 95)

박미순 학부모

박정현(경영 12)

백인규(경영 87)

김신영(박사 12)

김정동 교수

김태성(경제 11)

노병용(경영 69)

박민규(경제 90)

박정훈(경영 91)

백종한(AMP 72기)

김연봉(경영 88)

김정림(영어영문 83)

김태승(MBA 10)

노석진(MBA 12)

박범구(경영 68)

박종구(경영 79)

변기섭(MBA 06)

김연의(MBA 15)

김정완(경영 63)

김태영(경영 10)

노성수(AMP 73기)

박병욱(상학 66)

박종목(경영 75)

변영훈(경영 88)

김영민(MBA 96)

김정주

김태정(경영 77)

노의열(경영 69)

박보미(경영 07)

박종성(경영 85)

변윤상(MBA 11)

김영민(석박통합 12)

김정화(경영 92)

김태조(상학 61)

노장호(상학 52)

박상규(경영 77)

박종수(AMP 52기)

변정수(상학 64)

김영범(경영 84)

김제박(AMP 78기)

김태준(경영 10)

노재명(경영 76)

박상언(MBA 09)

박종천(경영 78)

변주열(AMP 71기)

김영수(경영 70)

김제성(MBA 86)

김태준(경제 05)

노재용(경영 96)

박상용 교수

박종환(MBA 80)

변준영(경영 88)

김영익(경영 10)

김종길(경영 73)

김태현 교수

노전표(경영 78)

박상욱(경영 91)

박종희(경영 74)

변진호(경영 83)

김영일(경영 59)

김종배(경영 80)

김태환(상학 52)

노현탁 교수

박상원(경영 88)

박주경(MBA 15)

변탁(MBA 84)

김영준(경영 75)

김종서(경영 07)

김필수(경영 05)

도헌수(경영 86)

박상은(경영 89)

박주규(AMP 72기)

서경배(경영 81)

김영진(경영 75)

김종신(경영 82)

김학렬(경제 70)

류근선(MBA 11)

박상진(AMP 43기)

박주언(경영 96)

서동우(경영 91)

김영찬 교수

김종오(MBA 72)

김학수(경영 71)

류성무(경영 92)

박상현(경영 82)

박준범(경영 02)

서동욱(경영 71)

김영천(AMP 78기)

김주완(AMP 49기)

김학수(상학 56)

류승권 (경영 85)

박선배(경영 73)

박준석(경영 92)

서묘정(경영 15)

김영태(경영 96)

김주현(경영 69)

김학진 교수

류재영(경영 90)

박선영(경영 04)

박준영(AMP 78기)

서백영(경영 93)

김영현(경영 78)

김준석 교수

김해룡(경영 89)

류하영(경영 15)

박선주 교수

박준현 직원

서상욱(경영 90)

김영호(AMP 60기)

김준원(AMP 78기)

김현국(경영 07)

리은경(경영 09)

박설우(석박통합 12)

박중길(경영 83)

서신덕(경영 60)

김용구(경영 64)

김준원(경영 93)

김현정 직원

문경신(MBA 09)

박성래(경제 77)

박지숙(문헌정보 83)

서영환(경영 69)

김용록(경영 63)

김준하(경영 99)

김현중(경영 91)

문병선(경영 86)

박성배(경영 92)

박지웅(경영 11)

서요원(경영 64)

김용배(경영 85)

김중성(경영 63)

김형국(경영 77)

문석진(경영 74)

박성수(경영 04)

박진호(경영 83)

서윤지(경영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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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락(MBA 03)

신동엽 교수

안재현(경영 99)

오태환(MBA 69)

윤태순(경영 69)

이미지(경영 12)

이영태(경영 76)

서정민(MBA 13)

신명구(AMP 76기)

안정태(경영 83)

옥지웅(석사 07)

윤형근(경영 85)

이민복(경영 87)

이영한(경영 91)

서종호(AMP 78기)

신무범(경영 63)

안종만(응통 67)

왕선정(MBA 09)

은승완(경영 12)

이민상(경영 68)

이영호(경영 97)

서진석(경영 84)

신무현(AMP 51기)

안종섭(경영 03)

우승현(경영 14)

이 결(상학 61)

이범교(MBA 11)

이용복(경영 75)

서창우(경영 78)

신문영(상학 67)

안종원(경영 67)

원석재(AMP 70기)

이가림(박사 10)

이범진(경영 89)

이용석(경영 98)

서치원(경영 11)

신민영(MBA 11)

안종현(경영 75)

원성우(MBA 14)

이강만(경영 74)

이범탁(경영 93)

이용우(행정원 04)

서현택(경영 88)

신성호(경영 79)

안지현 직원

원종구(MBA 95)

이강석(경영 85)

이병건(경영 89)

이우열(경영 76)

석명기(경영 89)

신세영 직원

안창일(경영 87)

원종철(AMP 47기)

이강섭(경영 83)

이병규(경영 72)

이우찬(상학 64)

선동지(MBA 14)

신수용(경영 79)

안치용(MBA 14)

위진오(경영 86)

이강원(경영 77)

이병로(경영 97)

이웅장(박사 14)

선우영석(경영 63)

신승철(경영 90)

양덕우(경영 00)

유금영(경영 58)

이경선(경영 02)

이병우(MBA 14)

이웅희(경영 83)

설진영(경영 82)

신승훈(상학 65)

양승운(경영 03)

유민석(경영 07)

이경하(경영 78)

이병휘(경영 81)

이원규(경영 75)

성낙성(경영 65)

신완(상학 63)

양승학(MBA 00)

유병문(경영 90)

이경호(경영 73)

이병희(경영 86)

이원규(경영 79)

성정은(경영 04)

신용화 학부모

양인규(경영 76)

유인상(경영 88)

이경훈(상학 63)

이상곤(경영 88)

이원근(경영 73)

성지호 학부모

신원준(경영 87)

양재담(경영 76)

유재영(경영 05)

이경희(경영 03)

이상국(경영 69)

이원석(MBA 04)

셀렝게(경영 07)

신재승(경영 05)

양정미 교수

유재준(경영 06)

이광우(경영 70)

이상남(경영 68)

이원섭(경영 84)

소원영(MBA 06)

신재헌(경영 03)

양태운(MBA 77)

유재호(경영 76)

이광주(경영 67)

이상도(경영 87)

이원창 교수

소재환(경영 69)

신종식(경영 70)

양혁승 교수

유준범(경영 04)

이광철 학부모

이상목(MBA 79)

이유승(경영 77)

손민선(석사 01)

신중호(경영 97)

양홍규(경영 83)

유지홍(경영 69)

이광호(경영 61)

이상목(경영 88)

이윤길(MBA 82)

손성규 교수

신진영 교수

엄기출(경영 93)

유창조(경영 77)

이국현(경영 89)

이상무(MBA 07)

이윤수(경영 14)

손영준(MBA 04)

신태용(MBA 08)

엄달현(경영 71)

유하일(경영 69)

이규홍(경영 85)

이상철(경영 87)

이은정 직원

손용민(박사 95)

신택수(경영 88)

엄수진(경영 04)

유해성(경영 78)

이규화(경영 94)

이상현(경영 81)

이은철(박사 01)

손재열 교수

신해용(경영 69)

엄재원(경영 87)

유현규(경영 66)

이근호 직원

이상현(상학 67)

이의석(경영 05)

손정민(박사 01)

신현수(MBA 13)

엄태진 직원

유형석(경영 14)

이기주(경영 71)

이석구(경영 69)

이의숙(AMP 33기)

손중배(경영 78)

신호철(MBA 14)

엄태호(경영 87)

유홍덕(경영 68)

이기환(경영 02)

이석근(경영 76)

이인기(경영 14)

손진영(경영 07)

신흥식(경영 69)

엄태희(MBA 14)

유희윤(경영 84)

이길우(경영 02)

이석진(경영 76)

이장열(경영 68)

손채문(경영 10)

신희호(경영 77)

연강흠 교수

육근만(경영 73)

이길우(경영 83)

이선우(경영 15)

이장희(경영 59)

송기홍(경영 84)

심광일(AMP 53기)

염규현(경영 02)

육창환(경영 09)

이길호(경영 83)

이선효(경영 76)

이재규(경영 84)

송문호(경영 69)

심규현(AMP 78기)

염승섭(경영 83)

윤강훈(경영 84)

이나경(MBA 14)

이성재(MBA 06)

이재능(경영 76)

송보미(경영 02)

심동욱(경영 80)

오광성(경영 71)

윤경식(경영 77)

이대영(경영 13)

이성재(경영 93)

이재모(경영 84)

송석진(경영 79)

심명규(경영 09)

오기호(경영 83)

윤기연(경영 86)

이대형(경영 98)

이성훈(경영 79)

이재석(경영 86)

송성용(경영 78)

심상학(경영 91)

오동익(경영 83)

윤기중 교수

이도신(경영 92)

이세훈(경영 83)

이재영 교수

송용완(경영 79)

심상형(MBA 97)

오명철 학부모

윤남희 직원

이동욱(경영 83)

이수연(경영 72)

이재은(MBA 11)

송윤미(경영 02)

심승재(MBA 06)

오무경(경영 83)

윤대희 교수

이동원(경영 88)

이승렬(경영 69)

이재은(박사 07)

송윤아(박사 05)

심용석(AMP 76기)

오세규(MBA 11)

윤만호(경영 74)

이동원(경영 90)

이승배(MBA 15)

이재익(경영 69)

송인걸(경영 85)

심재혁(상학 65)

오세조 교수

윤미숙(석사 06)

이동주(MBA 13)

이승연 교수

이재찬(경영 79)

송인수(경영 83)

심중섭(경영 61)

오세철 교수

윤보현(경영 75)

이동진 교수

이승은(경영 10)

이재찬(상학 67)

송자(상학 55)

심충섭(식품공학 84)

오승원(경영 83)

윤상근(MBA 03)

이동헌(경영 64)

이승일(상학 64)

이재철(경영 14)

송재혁(경영 03)

심태섭(경영 79)

오승준(경영 03)

윤상우(경영 80)

이동현(경영 90)

이승준(AMP 78기)

이재호(경영 79)

송정선(경영 89)

심태호(경영 92)

오영석(경영 94)

윤서희(경영 06)

이동호(경영 86)

이승철(경영 85)

이전갑(경영 66)

송정우(경영 91)

심후성(AMP 78기)

오영식(경영 77)

윤석영(경영 83)

이두형(MBA 14)

이승하(경영 76)

이정규(경영 79)

송주현(경영 05)

안관석(경영 67)

오원정(박사 00)

윤석원(경영 82)

이득영(경영 77)

이승현(경영 81)

이정기(MBA 93)

송진헌(MBA 11)

안광원(AMP 18기)

오유정(경영 07)

윤성일(경영 76)

이루리(박사 13)

이승훈(경영 03)

이정수(경영 60)

송창훈(교육 07)

안교림(경영 83)

오윤숙(박사 10)

윤세준 교수

이만영(AMP 15기)

이승훈(경영 96)

이정원(경영 14)

송태연(경영 59)

안다연(경영 02)

오위(석사 14)

윤여철(경영 72)

이명섭(경영 75)

이시배(경영 79)

이정조(경영 73)

송한은(경영 75)

안병덕(경영 76)

오재갑(MBA 05)

윤영수(경영 82)

이명수(경영 69)

이연호 교수

이정주(경영 74)

송훈희(경영 07)

안상규(MBA 08)

오재영(경영 82)

윤영주 직원

이명우(상학 67)

이영근(경영 82)

이정환 학부모

신동관(AMP 42기)

안선모(경영 69)

오종곡(상학 63)

윤장용(경영 88)

이무원 교수

이영면(경영 80)

이정훈(경영 91)

신동기(경영 79)

안승환(경영 86)

오종진(경영 91)

윤재성(경영 75)

이문규 교수

이영민(경영 05)

이정훈(경제 92)

신동민(경영 14)

안영빈(경제 97)

오종현(경영 85)

윤종만(경영 74)

이미연(MBA 14)

이영신(경영 87)

이정희(경제 55)

신동성(경영 69)

안우철(경영 99)

오치훈(경영 94)

윤종철(경영 87)

이미영 직원

이영준(경영 04)

이제훈(경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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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경영 03)

임병훈(경영 86)

정경훈(경영 09)

정현목(경영 69)

진형보(경영 80)

편무현(MBA 13)

홍사영(상학 63)

이종민(상학 63)

임세근(경영 61)

정구현 교수

정현용(경영 01)

차기섭 직원

표미선(AMP 78기)

홍성식(경영 09)

이종석(경영 69)

임송대(경영 86)

정국중(경영 67)

정형권(경영 85)

차태섭(AMP 73기)

하덕팔(MBA 89)

홍성찬 교수

이종성(경영 77)

임숙현(MBA 13)

정기원(박사 03)

정형연(경영 79)

채규칠(AMP 78기)

하상수(AMP 78기)

홍수진(경영 86)

이주열(경영 70)

임용순(법학 85)

정기호(경영 79)

정호영(경영 80)

채묵호(경영 79)

하연찬(경영 77)

홍순엽(MBA 00)

이준규(경영 02)

임일 교수

정길영(MBA 12)

정희전(석사 14)

채영은(경영 92)

하찬호(MBA 04)

홍순준(경영 02)

이준규(경영 83)

임일순(경영 83)

정대영(경영 04)

조가람(경영 01)

채영호(AMP 13기)

한국현(경영 69)

홍승재(경영 79)

이준명(MBA 10)

임재동(경영 71)

정동일 교수

조규석(행정 89)

천호기 학부모

한만경(MBA 05)

홍영건(경영 66)

이중구(상학 64)

임재만(경영 82)

정동훈(경영 88)

조규원(경영 98)

최경희(경영 62)

한미경 직원

홍유빈(경영 07)

이중우(경영 72)

임재섭(MBA 13)

정두영(경영 69)

조기환(경영 83)

최광식(MBA 00)

한봉수(경영 79)

홍윤지(경영 10)

이지만 교수

임재헌(경영 83)

정미영 학부모

조길용(AMP 13기)

최국주(경영 90)

한상신(경영 61)

홍종국(경영 77)

이지영(경영 11)

임종만(AMP 77기)

정민경(경영 10)

조나은(경영 01)

최규설(경영 79)

한상진(경영 83)

홍지은(MBA 11)

이진국(경영 76)

임종환(경영 78)

정민영(경영 11)

조남준(경영 68)

최근호(경영 08)

한상현(경영 88)

홍태호(경영 81)

이진모(경영 78)

임춘수(경영 81)

정병국(MBA 04)

조민기(경영 11)

최다혜(경영 08)

한세웅(MBA 11)

황병주(AMP 22기)

이진수(AMP 75기)

임훈규(AMP 78기)

정병모(경영 69)

조석일(경영 76)

최동석(경제 87)

한승진(경영 03)

황석연(경영 87)

이찬형(경영 69)

장근성(MBA 90)

정삼선(경영 91)

조성관(MBA 06)

최민(경영 80)

한신규(경영 83)

황성경(MBA 14)

이창규(경영 91)

장금주(박사 05)

정석곤(경영 69)

조성민(MBA 14)

최민수(경영 83)

한영재(경영 73)

황성호(경영 83)

이철규(경영 77)

장대련 교수

정석영(경영 83)

조성우(MBA 11)

최병일 학부모

한우림(경영 14)

황원근(MBA 13)

이철수 직원

장석조(경영 85)

정석준(경영 82)

조성운(MBA 12)

최보윤(경영 08)

한정호(경영 03)

황유경(경영 14)

이철영(경영 03)

장세화(상학 63)

정세린(경영 04)

조성표(경영 77)

최봉림(경영 01)

한정훈(경영 06)

황윤성(석사 14)

이태경(경제 88)

장수진(경영 04)

정수원(경영 76)

조수경(경영 99)

최석종(MBA 14)

한정희(경영 83)

황은미(MBA 02)

이태현(경영 05)

장수현(경영 10)

정영우(상학 64)

조용우(경영 75)

최석훈(경영 05)

한종수(경영 80)

황일청(상학 50)

이태형(AMP 77기)

장영용(경영 59)

정영한(경영 85)

조용진(MBA 10)

최성호(석사 12)

한종엽(경영 92)

황재광(MBA 01)

이평구(경영 73)

장우철(경영 94)

정용화(경영 66)

조윤경(경영 05)

최영무(AMP 69기)

한창균(경영 79)

황재훈(경영 81)

이하우(AMP 32기)

장원재(경영 06)

정원식(경영 77)

조인기

최영상(경제 77)

한창직(경영 75)

황정수 직원

이학렬(경영 72)

장윤주-최금화 부부

정의웅(경영 63)

조정제(경영 77)

최영준(상학 64)

한태식(경영 61)

황정원(MBA 01)

이한선(경영 88)

장일동(AMP 78기)

정이숙(신문방송 83)

조정현(의학 74)

최웅(경영 65)

함종욱(경영 81)

황한택(경영 67)

이현미(MBA 13)

장재선(경영 87)

정일영(경영 76)

조주현(경영 94)

최인실 직원

함창용(경영 71)

황화숙(상학 63)

이현민(경영 11)

장재웅(경영 05)

정재영(경영 95)

조창호(경영 89)

최인우(MBA 02)

허광식(경영 83)

Kenneth Hansen

이호근 교수

장진호 교수

정재훈(MBA 05)

조필숙(경영 00)

최재관(MBA 15)

허기태(MBA 89)

이호상(경영 79)

장현준(경영 94)

정재훈 직원

조한진(경영 05)

최재범(경영 90)

허석균(경영 79)

이호영 교수

장호덕(AMP 70기)

정재훈

조희곤(경영 09)

최정윤(아동 85)

허소길(경영 69)

이호욱 교수

전기석(경영 74)

정종락(경영 68)

(주) 신디

최정혜 교수

허용석(경영 76)

이환철(경영 95)

전명식(경영 66)

정주아(경영 03)

주인기 교수

최종학(경영 76)

허우린(경영 11)

이희수 교수

전성기(경영 85)

정준석(경영 70)

주재진(경영 81)

최준혁(MBA 06)

허인철(경영 79)

이희옥 학부모

전수남(상학 63)

정진송(경영 92)

주정태(MBA 08)

최지선(MBA 11)

허재성(경영 77)

이희정(경영 71)

전영묵(경영 83)

정진엽(경영 04)

주진철(경영 86)

최현정-황아랍선 부부(경영 03) 허정석(경영 88)

인치정(경영 79)

전용기(생물 89)

정찬기(AMP 77기)

지민호(경영 81)

최형석(경영 92)

허진(경영 90)

임건신 교수

전유훈(경영 88)

정창기(경영 89)

지상돈(경영 78)

최홍준(경영 11)

허찬회(경영 83)

임경화(MBA 08)

전종규(경영 69)

정창영 교수

지상현(경영 00)

최흥식(경영 71)

현상재(경영 00)

임국원(MBA 76)

전준호(경영 05)

정철원(경영 89)

지신상(경영 75)

최희규(경영 83)

홍기석(경영 79)

임근구(경영 86)

전철희(경영 86)

정철호(상학 64)

진성백(경영 92)

추경호(AMP 78기)

홍덕표(경영 77)

임달재(상학 56)

전혜연(경영 13)

정충시(AMP 58기)

진수황(경영 11)

추승문(경영 76)

홍득기(경영 87)

임동수(MBA 09)

정경수(경영 72)

정택진(경영 81)

진용균(경영 69)

탁연택(상과 42)

홍복기 교수

※ 연세경영 기금 약정자 명단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201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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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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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당신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예우 내역
120만원
캠페인

2백~1천만원
미만

독수리

백 양

청 송

무 악

진 리

자 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감사카드

O

O

O

O

O

O

O

O

센테니얼 월
기부자 이름 각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념품 (독수리액자)

		

O

O

O

O

O

O

연세달력

		

O

O

O

O

O

O

도서관 이용
(도서 열람 및 대출)

		

O

O

O

O

O

O

			

O

O

O

O

20%

30%

30%

50%

구

분

Donor Wall
기부자 이름 각인
소식지

O

공간명명
부속교육기관 학비감면

		

특수대학원 학비감면
건강검진

			
		

진료비 감면
진료편의(동행서비스)
무료주차(연간)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20%
30%

30%

30%

50%

100%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100%

			

10%

20%

50%

		

제공

제공

제공

제공

250시간

500시간

100%

100%

100%

20%

30%

50%

100%

		

250시간

				

※ 위 예우 내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참여 문의

100%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Tel. 02-2123-5455 Fax. 02-2123-8639 E-mail.ysb-ed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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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연세경영 기금 참여 신청서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됩니다.

□ 정보동의
(필수)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 정보 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성

구

년

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분

□동 문

대학 학과 or 대학원 전공 :

□ 학부모

학생 성명 :

□기 타

□ 회사/단체(

□직 장

수령지

주

일

입학년도 :
학과/전공 :
)

입학연도 :

□ 일반인(

직장명
우편물

월

)
직

위

소

전화번호
□자 택

약정 금액

주

소

□ 1,0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120만원 캠페인 참여 : 건축 용도)

□ 50만원
□ 기타(

)

□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에 일임
□ 발전 (스타트업 육성 등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기금)
약정 기금

□ 건축 (경영관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
□ 장학 (재학생들의 장학금 확충을 위한 기금)
□ 연구 (연구증진과 교수진 확충을 위한 기금)
※ 기금 용도 지정은 필수이며, 『법인세법 24조 2항』에 의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납입 방법

□ 무통장송금
결
제
정
보

□ 일시납

□ 정기납 (

) 개월

발전 : 우리은행 126-000066-18-603 (학)연세대학교
건축 : 우리은행 126-000082-18-358 (학)연세대학교
장학 : 우리은행 126-000082-18-412 (학)연세대학교
은 행 명

청 구 일

□ 15일

□ 30일

□ 자동이체
계좌번호
카 드 사

카드유효기간

년

월

□ 신용카드
카드번호
□급여이체

연세대 신촌 교직원 신청 가능

* 참여 문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Tel. 02-2123-5455 Fax. 02-2123-8639 E-mail.ysb-edo@yonsei.ac.kr)

위와 같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기금 모금’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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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참여자 :

(인)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 +82-2-2123-5455 Fax : +82-2-2123-8639
http://ysb.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