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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판으로
COVER STORY
2017 Annual Report에는
‘Creative Leadership’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연세경영의
전략과 활동을 담았습니다.
4개의 라인이 겹쳐져 완성된 그래픽 모티브
(, 별표)를 통해 연세경영의 오늘을 넘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간결하지만
진정성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늘 도전하며 최초와 최고를 지향해 왔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을 서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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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
Vision & Mission

Dean's Message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 여러분

Vision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백양로의 벚꽃은 올해도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 및 연구기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연세경영원 가족들 모두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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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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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세경영의 지난 1년 간의 중요한 활동과 성과를 담은 Annual Report를 통해 연세경
영인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이 지면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의 방향
을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세경영의 2017년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요약되는 해였습니다. 창업혁신교육과
창업동아리 육성에 앞장서고 창업혁신 플랫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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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달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양성과 이질성이 융합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 발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각계 리더와의 만남 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
습니다. 또한 미래 경영학 연구를 선도할 아젠다 개발과 선제적인 연구 활동을 펼쳤고 해

엄영호

외 대학과의 교류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3 Core Values

2017년 Annual Report는 창업혁신교육,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미래 경영학 연구, 글
로벌 네트워킹이라는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새로이 시작한
YVIP(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 학부 신입생 동문멘토링, 글로

CREATIVE

벌 리더 지영석 엘스비어 회장의 강의를 포커스로 다루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세경영을

LEADERSHIP

후원하시는 동문과 논문상 수상 석박사 졸업생 인터뷰도 실렸고, 연구역량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와 연세경영 발전의 원동력인 기부소식과 기부정신 등을 담았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면 연세경영의 2017년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reativity

Integrity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연세경영의 미래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책임감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Global Perspective
2018년 4월
21세기 연세경영의 교육 미션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CLC,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을 도입하여 창의성(Creativity),
윤리성(Integrity),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 세 가지 핵심가치 함양을 추구합니다.

06

Yonsei School of Business

Annual Report 2017

07

FOCUS

YVIP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

제1회 글로벌 컨퍼런스 (Global Conference)
글로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창업혁신 연구자들과

연세경영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창업과 혁신을 중요 교육 방향으로 설정한 후, 학생들의 창업 인식을

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

바꾸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학년도 아모레퍼시픽의 안정적인 후원에 힘입어 새롭게

었습니다. 첫 행사로 11월 3일 국내외 세계적 석학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을 시작하였습니다.

들과 함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주제
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기업가정신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의 거장 하
워드 알드리치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혁신연구
의 대가 헨리 그레베 인시아드 교수, 세계 벤처창
업생태계 연례 조사를 총괄하는 폴 레이놀드 애스
턴대 교수, 영국의 기술창업에 대한 석학 히람 사
멜 옥스포드대 교수, 싱가폴의 기업가정신 교육 권
위자 왕포캄 싱가폴국립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
를 하고,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교수가

연세경영은 YVIP를 통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에 관한 지식을 연구

Session 1

Education:
좌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하고, 교육하며, 실천하는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이 혁신

좌장을 맡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 연구,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적 가치창출의 궁극적 원천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연세경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다양한 최첨

함양을 고찰하고 새로운 성장을 불러올 기업가정

단 지식들이 결합되고 실천되어,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

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언론사의

식과 네트워크, 그리고 영감을 제공하는 지식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쯤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창업과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진 학생들과 학자들, 기업가들과 실천가들, 그리고 소
비자들이 연세경영을 구심점으로 지식과 역량, 자원, 경험, 아이디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
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육 영역

연구 영역

Education

l 발표자 l 히람 사멜(옥스포드대), ‘Entrepreneurial mindset or
technology start-up: does educational objective
matter in a research university?’
l 토론자 l 박선현 (서울대 경영대)

Session 2

좌장 배성주 (연세대 경영대)

Research

•창업심화전공 및 창업혁신경영학 부전공 운영

•창업혁신 연구논문 및 학술저서 발간 사업

•창업혁신 실천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강화

•한국기술벤처기업 현황조사 연구 사업

•창업혁신 관련 교과목 개발

•창업혁신 DB 구축 사업

•클래스 톡 시리즈

창업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창업을
관두더라도 새로운
창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이 용이해야 한다
폴 레이놀즈 교수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책컨퍼런스

l 발표자 l 왕포캄(싱가폴국립대)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Experiential Learning: The experience of
NUS Enterprise’
l 토론자 l 김지현 (연세대 경영대)

YVIP
사업 개요

l 발표자 l 폴 레이놀드(애스턴대), ‘Ten Things to Know about
Business Creation: For Entrepreneurs and Policy
Makers’
l 토론자 l 박상찬 (카이스트 경영대)

Session 3

네트워킹 영역

실전 영역

•글로벌 컨퍼런스

•Learning by Doing 환경 조성

•글로벌 CEO 톡

•글로벌 창업 Challenge 지원

•콜로퀴엄 시리즈

•글로벌스타트업 인턴십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혁신적 학생주도활동 지원

Networking

Practice and Policy:

Practice

IT 기술산업이
실리콘벨리에 자리 잡는 데에는
스탠퍼드대학교의 공이 컸듯이,
대학교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이어
실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단계의
지원 주체가 되어야 한다
히람 사멜 교수

교육 영역과 실전 영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본 연세경영 Annual Report Theme I 및 Theme II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조직과
비즈니스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Research: 좌장 임수빈 (연세대 경영대)

헨리 그레브 교수

l 발표자 l 하워드 알드리치(노스캐롤라이나대), ‘Unicorns,
l 발표자 l 헨리 그레베(INSEAD),
Gazelles, and Other Distractions on the Way to
‘Entrepreneurship Environments:
Understanding Real Entrepreneurship in America’
Community Effects on Organizations’
l 토론자 l 김영규 (고려대 경영대)
l 토론자 l 배종훈 (서울대 경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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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콜로퀴엄 시리즈 (Colloquium Series)

클래스 톡 시리즈 (Class Talk Series)

글로벌 창업 혁신가들의 인사이트를 배우고 그들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총 다섯 차례의

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콜로퀴엄 시리즈가 진행되었습니다.

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

창조성

다. 이를 위해 YVIP 창업심화과정 수업 <창조성>과
백영재 구글코리아 글로벌 디렉터
<The Googl Way : 구글의 창조와 혁신 전략’>, 2017.04.24

<창업하기> 수업에 초청된 창조적 리더들의 강연
을 연세경영인에게 오픈하여 ‘클래스 톡 시리즈’를

애릭 린드플래시 일리노이대 교수
고희동·유병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이인덕 LOCOOP CEP
<3D Printing Ecosystem-Bridging Academics and Industry>,
2017.06.09

문훈숙 유니버설 발레단장
<발레에서 배우는 창조성의 원리>
2017.09.14

진행하였습니다.

벤캇 벤카트라만 보스턴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매트릭스>, 2017.07.28

위: 백영재 구글 글로벌 디렉터 /
아래: Open Data Institute(ODI) 가빈 스타크 CEO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혁신과 기업가정신>, 2017.10.13
가빈 스타크 Open Data Institute CEO
<Data and Humanity>, 2017.10.25

제1회 글로벌 CEO 톡 (Global CEO Talk)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경영 평가(The Best-Performing CEO in the
world 2017)’에서 한국 경영인으로서는 유일하게
20위로 평가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2위에 올랐

CEO 톡 첫 강연자로는 최근 우리나라 혁신 CEO

습니다. 또한 서회장이 이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경배(경영 81)

은 올해 포브스 선정 혁신 기업 16위에 선정되었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초청되었습니다. 서

습니다.

차진엽 콜렉티브 A 예술감독
<현대무용과 안무의 창조성>
2017.09.21

니키 리 아티스트
<모던 아트에서의 창조성>
2017.09.28

이병우 작곡가 겸 기타연주가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창조성>
2017.10.12

황두진 건축가
<창조적 공간설계>
2017.10.26

이상훈 ABL Bio CEO
<창조적 벤처기업가의 길>
2017.11.02

김유곤 tvN PD
<예능프로그램의 창조성>
2017.11.09

김병찬 플럭서스뮤직 대표
<연예기획과 음반사의 창조성>
2017.11.16

노희영 YG Foods CEO
<음식문화의 창조성 >
2017.11.23

유영식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한국영화 제작의 창조성>
2017.11.30

김인숙 소설가
<문학과 창조성 >
2017.12.07

최형섭 SKT 팀장
<벤처 펀드의 구조와 펀딩 전략>
2017.09.28

이민석 TNDN 대표
<창업 초기 팀빌딩과 펀딩 과정>
2017.09.28

전세준 제하 대표변호사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 문제와
그 해결 방안> 2017.10.26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스타트업 트랜드 변화에 따른
발전 전략> 2017.10.26

김광현 디캠프 센터장
<기업가정신>
2017.11.02

박은관 시몬느 회장
<선순환적 부가가치 창출 사례>
2017.11.09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린 스타트업> 2017.11.16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에어비앤비의 성장 배경>
2017.11.23

회장은 2017년도에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Harvard Business Review)와 프랑스 인시아드

서 회장은 혁신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루고자

(INSEAD)가 공동으로 평가한 ‘2017 글로벌 CEO

하는 ‘열망’과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
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
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천외유천(天
外有天,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을 언급하
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도달하는 하

창업하기

늘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진석 옐로모바일 CSO
<공동창업의 새로운 형태:
기업연합모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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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ing

‘현장 경영학부터 인생의 화두까지’

학부 신입생 동문 멘토링 10주년

정우성

2008년부터 시작된 학부 신입생 동문 멘토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영 11)

상경·경영대 동창회의 조직적인 섭외와 동문들의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모교의 지원을 기반으로
멘티로 입학했던 신입생들이 다시 멘토로 활동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나에게 신입생
동문 멘토링이란?’

신입생
동문멘토링은
감동과 자긍심이다

정우성 학생은 경영학과 68학번 조남준 선배가 대표 멘토로 있는 ‘블루로드’에 속
해 있습니다. “저와 멘티들에게는 블루로드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경영학이 실제 현

‘데미안에서 받은 영감을
멘토링으로 실현’

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꿈꾸는 진로와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생에 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더 장기적인 인생의 화두
를 공유하는 훌륭한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고 정우성 학생은 돌아 보았습니다. “지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금 블루로드는 졸업 후 ‘자체생산 멘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멘티들과 선배 멘

(경영 71)

토들을 이어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그룹 회장

(경영 69,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20, 21대 회장)

김정수 회장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모티브를 얻어 신입생을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멘토링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2008년 첫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싱클레어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라는 데미안의 조언을 듣게 되

K터틀 환영만찬 후, 우리는 인근 커피숍에서 자리

‘일상적 대화 통해 나의 가치관을 세우다’

를 함께했습니다. 멘토로서 두 가지 당부를 했으

이준석

째,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교

(경영 15)

환학생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조의 멘티

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라도 학점은 잘 받아야 한다. 둘

고, 이로 인해 싱클레어는 자신을 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멘토링이 신입생에게 데미안

10명 중 남학생 5명은 재학 중에 군대에 입대했습

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회장은 멘토링을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다’고 정의

숫자로 보는
신입생 동문 멘토링
멘토

1,508

명

했습니다. 햇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달빛은 필요한 곳을 비추는 것처럼, 멘토링은 선배 멘토가 후배 대학

4년차 멘티가 된 이준석 학생은 “동문 멘토링을 처음 접했을 때 ‘성공하신 분들과

생들의 고민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의 만남’ 정도로 인식했고 ‘배우는 자리’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의 장’으로 생

‘혼자 꿈꾸면 그것은 영원히 꿈으로 남지만,
함께 꿈꾸면 비로소 현실이 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경영 81,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현 회장)

멘티

6,006

명

경·경영인만의 특별한 환영 행사인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10주년 축하의 말을 전했
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 낸 멘토링을 통해 성장
한 멘티들이 이제는 어엿한 동문 멘토로 자리잡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더욱 뿌듯해 하였습니다. 서경배 회장

활동 조

300

서경배 회장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연세 상

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만남과 교감의 과정에서 ‘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고. 멘토들도 저희를 항상 존중하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학생은 지금도 여전히

니다. 여학생 5명 중 1명은 행정고시 준비 중이며,
나머지 4명은 우수한 성적과 미국, 프랑스, 아일랜
드 교환학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훌륭한 사
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멘토-멘티의 관계 그 이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입생
동문멘토링은
○○○이다

‘멘토에게서 받은 사랑
후배에게로’

김수길
JTBC 대표이사 사장

이기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영 08)

(경영 74)

은 훌륭한 동문 멘토 선배님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고 동기들이 손을 잡아 더 넓고, 더 높은 세상을 향해
개

나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가장 좋아한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그것은 영원히 꿈으로 남지만,

08학번인 이기연 변호사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표현합니다. 동문 멘토링 프로그

함께 꿈꾸면 비로소 현실이 된다’

램이 시작된 2008년에 입학한 08학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동문 멘토링

멘토링은 나를 신입생 시절로 돌려주는
‘타임머신’이다.

을 시작한 3월을 아직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멘토링은 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창 리스트에서 연경 08멘토링조 대화 창은 항상 상단에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교

멘토링은 지금도 나에게 가슴 벅찬 ‘꿈’이다.

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찬(경영 63), 박광국(경영 73), 서창우(경영 78) 선배님

멘토링은 매번 무모해도 좋은 ‘용기’다.

의 후배 무한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멘토

멘토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링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는 멘토링팀에서 받은 사랑을 후

‘자부심’이다.

배에게 전해 주고 싶어 13학번 후배들의 멘토를 자처했는데 이 시간조차도 스스로

멘토링은 후배 앞에서 민낯을 보이는 ‘겸손’이다.

가 초심을 다잡고 젊은 열정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멘토링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다.

는 “인생의 중요한 인연을 맺게 해 준 모교가 너무 고맙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멘토링은 평소의 익은 생각이 요구되는 ‘성찰’이다.

욱 깊어집니다. 앞으로 저도 후배님들에게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멘토링은 절묘한 ‘인연’이다.

는 다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라며 학교와 동문 멘토링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멘토링은 멘티 스스로의 ‘우뚝 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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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Class

‘토론을 통한 배움’의 실현을 위해 ‘Flipped Class(거꾸로 수업)’ 방식을

거꾸로 수업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호평을 이끌어 낸 지영석 특임교수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지영석 특임교수는 이론과 실제 사례가 잘 어우러진 강의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질문을 독려하는 ‘거꾸로 수업’을 선보여
대내외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연세경영은 세계 최대 학술출판기업 ‘엘스비어’ 최

‘토론을 통한 배움’의 지론을 가지고 있는 지영석

초의 동양인 CEO이자 동양인 최초 국제출판협회

특임교수는 ‘Flipped Class(거꾸로 수업)’를 적극적

(IPA) 회장으로서 2008년 <포브스아시아>가 선정

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미리 자

한 ‘가장 성공한 재미교포 25인’에 포함된 지영석

료를 공부하는 것을 다소 어색해 했고 질문이 수업

회장을 특임교수로 초빙하였습니다.

을 방해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계

오정배(경영 15)

속해서 질문 독려했고 나중에는 질문이 자연스러
지영석 특임교수는 2017년도 ‘Data Analytics

워지는 변화를 느꼈다”며 강의를 돌아보았습니다.

and Business Decision Making’ 강의에서 세계적

대학 강의는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으로 연구와 교육 양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 앞으로도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을 통

있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해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영석 특임교수를 포

지영석 특임교수는 2017년도 ‘Data Analytics and Business Decision Making’
강의를 맡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함하여 2014년 CNN 선정 ‘세상을 바꿀 10대 스

한편, 해당 강의는 다양한 배경의 수강생들로 화제

타트업’ 중 하나인 피스컬노트(FiscalNote) 창업자

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 석사, MBA 등 다양한

황태일 대표, 티몬 창업자 신현성 대표, 마이크로소

학위의 학생들, 경영학, 국제통상, 국제학 등 다양

프트 한국 지사 한석진 부장 등 다양한 업계의 리

한 전공의 학생들, 그리고 미국, 독일, 러시아, 멕

더가 강사로 초청되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이어

시코 등 8개 국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것으로 알

나갔습니다. 이론과 실제 사례가 잘 어우러진 강

려졌습니다. Global MBA 교환학생 Adva Hankin

의와 함께 최신 이슈 중심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

학생은 지영석 특임교수의 말 중 “Always to try

하여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to add value to your project. Think always how

강의 목표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

your project can solve an existing problem. And

습니다. 또한 폴리콤(Polycom) 시스템을 통해 국

never forget to try to balance work and life”이

경과 시간을 초월한 다자간 화상 수업 진행방식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시주(경영 석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 17) 학생은 “데이터는 현재 해결할 수 없는, 혹
은 해결하기 어려운 넓은 범위의 사회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어
떻게 다가갔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 주는 말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영석 특임교수
- 세계 최대 학술 출판기업 ‘엘스비어’
최초의 동양인 CEO
- 동양인 최초 국제출판협회(IPA) 회장
- 2008년 <포브스아시아> 선정
‘가장 성공한 재미교포 25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양승지(경영 09)

14

Yonsei School of Business

Annual Report 2017

26

Entrepreneurship
from Intensive
Studies

Classes

Intensive Studies
for Start-up
Entrepreneurship

ThemeⅠ. 창업혁신교육 커리큘럼

Start-up Management

창업의 지식과 윤리의 초석을 다지다

창의와 혁신은 이론과 전략, 그리고 윤리의 바탕 위에 설 때
더욱 구체화 되고 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에게는 마땅히 학교로부터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련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연세경영은 벤처, 제품, 디자인, 기술, e-Biz, 마케팅 및
투자 등을 아우르는 ‘창업심화전공’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혁신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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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 창업혁신교육 커리큘럼

창업심화전공

경영학 전공자들이 창업관련 교과 4개 영역 ▲Opportunity & Ideation ▲New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Venture ▲Entrepreneurship/Social Venture ▲Innovation Management 총 47개 과목 중 12
학점을 이수하고, 교내외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거나 사회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과목을 추가로 이
수하면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자로 인정 받으며, 졸업증서에 ‘전공: 경영학 창업심화’로 표기됩니다. 창업심

사회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

17

창업303 : 창업하기
창업 의지가 있거나 창업을 시도하는 학생 수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창업 과정 전반
을 지원할 수 있는 강의가 필수화 되고 있습니다.
<창업303 : 창업하기>는 실제 창업가의 지도를 통

화전공 대상은 2016학번부터입니다.

해 창업의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시도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창업가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강 창업팀들의 실적은 주목할 만합니다. 스냅사

하고 해당 청년창업기업에게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02

진 플랫폼 ‘위스냅’은 이미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

사회공헌과 기업가정신을 동시에 함양하는 목표로

했고, 생필품 화학성분 분석 기반 큐레이션 커머

개설된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창업 생태계를 미리

스 ‘버블인’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가 증가

경험하고 피컨설팅 창업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

하고 있습니다. 소셜 매칭 어플리케이션 ‘프렌팅’은

는 것이 목적입니다.

Opportunity
& Ideation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Venture

교내외 창업경진대회를 휩쓸며 사업성을 인정받

경영환경의최신동향 : 디지털혁명과사회변동 /

HCI개론 / 신제품마케팅 / PC를활용한의사결정 /

창업101 : 기업가정신 : 혁신과창업을위한경영학

제품및서비스혁신 / 비즈니스애널리틱스 /

이야기 / uGET-E, S, P, G, D / 창조와 혁신 /

비즈니스프로그래밍 / 프로젝트관리 /

최첨단기술트렌드와기술경영 / 인간중심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 마케팅애널리틱스 /

창업305 : 창조성 / 혁신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

창업103 : 21C 기술경영 / 신기술투자 포럼

01

개 과목

명 수강

창업공간 푸트코트와 제휴를 체결했고 커피 프랜

퍼니’ 경영자문을 수행한 1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차이즈와의 제휴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영한 ‘푸드플라이’의 신규진출 전략을, 토이 언박

그리고 이용자간 중고 물품 대여, 매매를 중계하는

는 앱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

공유경제 플랫폼 ‘빌려’, 반려견 안전 분양 플랫폼

로드맵을 제안하였습니다. ‘위플래시’를 컨설팅한

‘adogtion’,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홈쇼핑을 지향하

3조는 Youtube 취업 컨텐츠를 활용한 ‘취업왕’ 런

는 더마켓팀의 ‘blogend’, 사용자 현재 위치 기반

칭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동동’을 지원한 4

의 사진작가 매칭 서비스인 모멘트팀의 ‘도두’ 등

조는 ‘SEOULLIFE’의 핵심 브랜드와 아이템 선정을

눈에 띄는 훌륭한 창업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안하였습니다. ‘코멘토’를 담당한 5조는 코멘토
한 6조는 ‘MOFIT’의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그

03

04

Entrepreneurship &
Social Venture

Innovation
Management

벤처창업론 / 창업206 : 비즈니스모델 :

E-Business전략 / 기술경영 / 기업성장및혁신전략 /

디지털스타트업을위한캡스톤프로젝트 /

경영컨설팅과컨설턴트의세계 / 마케팅전략모형 /

창업403: 사업적기업과혁신 / 창업303 : 창업하기 /

조직학습 : 기회와함정 / 창업204 : 현대사회

창업402 : 소셜벤처프로젝트 uSEE / 경영협상론 /

생활과지식재산의보호 / 창업104 : 테크노리더십 /

창업401 : 창업기업컨설팅 uCAN /

창업203 : 기술전략 / 창업205 : 하이테크제품마케팅 /

창업405 : 사회공헌프로젝트 uSEE /

창업404 : 지역사회를위한창의적문제해결

벤처현장실습 / 창업102 : 기업과기업가정신

조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라이앤컴

의 양적 성장과 신사업 개발을, ‘리뷰머스’를 담당

경영학
창업심화 전공
커리큘럼

27
1,069

이 강의에 참여한 학생 경영자문단은 모두 7개의

위한 모바일 Pre-order 앱 ‘waitee’는 서울시 운영

싱(Toy Unboxing)앱의 ‘잼팩토리’를 컨설팅한 2조

창업201 : 캠퍼스 CEO / 창업304 : X-Design

2017년도
창업심화전공 개설

고 있습니다. 식당 대기시간 감소, 주문량 증대를

창업401 : 창업기업컨설팅 uCAN

학생들은 해결
과제 뿐만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해,
내부 팀워크 형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벤처기업을
더 이해하고 문제점을
재정의한 후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박경민 <창업401> 담당 교수

리고 마지막 7조는 ‘스캐터랩’ 컨설팅 과정에서 관
계형 인공지능 핑퐁 v.03을 이용한 챗봇 신사업 모
델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학생 경영자문단은 강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육성하는 청년창업기업

의실에서 배운 자신들의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접목

중 경영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을 선정

시켜 보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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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402 : 소셜벤처 프로젝트 uSEE

창업405 : 사회공헌프로젝트 uSEE

사회적기업 창업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이론과 능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

력 함양을 목표로 한 강의입니다. 소셜벤처 창업프

회적 경제공동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

로젝트를 수행해 봄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의식 고

동체, 자활기업 등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참

양,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플랜 작

여형 수업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영학 지식과 아이

성, 확장 및 스케일업, 글로벌 엑셀러레이션까지 전

디어가 사회적 경제공동체에 적용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깊이 있는 고민의 과정을 거치

과정을 경험하며 학생들이 지식인으로서의 윤리적

게 됩니다.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지만 시행하지 못한 것,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학생들이 시도해 주었다.
어려운 주제에도
좋은 솔루션을 제시한 후
사업의 지속성까지
고민해 주어서 감동했다

uGET(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project)

활동보고회에 참석한 박성욱 망고슬래브 COO, 김
영웅 와이유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는 두 팀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 것

특정 기업(단체)의 과제를 받아 해외 현지 조사 등

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고 신생 스타트업인 두

의 방법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산학연계 프

기업은 학생들의 제안을 사업에 빠르게 적용하고

로젝트 활동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직접 경

있습니다.

험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경쟁력을 함양하는 것
이 목적이며, 과정의 특성상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여름학기 uGET 최우수, 우수팀은 각각 주요 매스

진행됩니다.

트지 브랜드의 태국 면세채널 진출 전략을 주제로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올해는 청년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19

한 아모레퍼시픽팀과 한국 자폐증 장애인의 고용
2017년 여름과 겨울학기에 아모레퍼시픽, 연세대

환경 개선을 주제로 활동했던 경영대 YVIP팀이 받
았습니다.

Artprint Subscription Model 프로젝트의 ‘갤러웨

학생들은 총 6개의 조로 나뉘어 1조는 서울광역자

생활협동조합, YVIP와 협력한 와이유크리에이티

어’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종이 제조 프로젝

활센터의 신규 자활사업 모델 수립, 2조는 서울양

브, 망고슬래브, 함께일하는재단 등이 후원 기관으

트의 ‘그린사이클’팀이 자신들의 구체화된 사업계

천자활센터의 ‘우리동네 공유마을센터’ 운영방안,

로 나섰으며, 이 후원을 기반으로 아모레퍼시픽 주

획을 제안하였고, 실제 소셜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3조는 서울성동자활센터의 자전거 폐부속품을 이

겨울학기 uGET 최우수와 우수상은 핀란드 창업생

요 매스티지 브랜드의 글로벌 면세 채널 진출 방향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준비였다는 평가를 받

용한 대안적 사업 구축, 4조는 서울강서자활센터

태계와 중국 창업생태계를 연구했던 팀에게 돌아

모색,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전 모델 연구,

았습니다.

의 커피전문점 더치숲의 자립 모형 전략, 5조는 서

갔습니다. 핀란드 팀은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자폐증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 중국 스마트

국 학생과 핀란드 학생 각각 100명씩 설문을 받아

헬스케어밴드 시장 현지 수요 조사와 분석, 네모닉

핀란드 학생의 기업가정신이 한국 학생에 비해 높

(Nemonic)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 한국-핀란드

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

창업 생태계 비교 연구, 한국-중국 IT 스타트업 생

서 VC와 산학관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고 교육적

태계 비교 연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스마일 투게

측면에서 교과와 비교과과정으로 나누어 궁극적으

더 파트너십(STP, Smile Together Partnership) 임

로 창업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팩트 리포트 설계 및 현지 조사 등의 국내외 프로

한편, 중국 팀은 전체 창업 생태계 참여자 중 인큐

젝트가 수행되었습니다.

베이터를 중심으로 서울과 청주 두 지역의 사회,

울영등포자활센터의 ‘한 땀 봉제사업단’ 상품 마케
팅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습니다. 또 6조는 자
활센터가 아닌 연세대 자원봉사단 영상미디어팀의

학생들의 활동이
탈북민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었고
탈북민의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 주었다

uSEE 활동 홍보 및 모금함 개설을 위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성남 강서지역자활센터 팀장

경제, 정부 세 측면으로 비교 연구했습니다. 중국
은 사회적인 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
적인 면에서 창업 과정에 따라 연속적인 자금 지원
을 하며, 정부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정부 클러스터
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연세경영은 미래 교육의 지향점인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창업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창업심화전공 커리큘럼을 통해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이론과 실무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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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Spreading the Wings on
YSB Stage of Ideas

One Step Closer
to Dream

Challenge

ThemeⅡ. 스타트업 양성

Idea Design

스타트업! 꿈에 한 걸음 다가서다

성공과 실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기업가정신을
내재화 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부딪힐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창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연세경영은 우리 학생들이 대내외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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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의
무대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SK 청년비상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YVIP가 주관하

연세대 경영대학과 창업지원단 공동으로 ‘SK 청년

며, 창업지원단이 후원하는 ‘2017 글로벌 창업경

비상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엄

진대회(2017 YSB Global Start-up Program)’ 본

영호 경영대학 학장, 손홍규 창업지원단 단장을 중

선이 11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발표 및 심사는

심으로 SK와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의 등 외부 인력

아아디어 트랙(현재 팀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의 ‘우수성’, ‘사

을 하지 않고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다른 창업경

업성’, 그리고 ‘기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

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경우)과 창업 트랙(다

다. 매학기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SK청년비

른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이미 창업

상프로그램 본선에 진출하여 다른 대학교 창업팀과

한 아이템인 경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트

경쟁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본선에서 선발되면 SK

랙별로 최우수 1팀과 우수 1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디어 트랙 최우수상은 ‘퍼스트펭귄(First

1학기 대회에는 ‘코드잇’, ‘빛찾’, ‘KOTEL’, ‘먼지’,

Penguin)’팀, 우수상은 ‘다른답(DARENDAB)’팀이

‘대물림’, ‘한조’, ‘건물주’, ‘DEKIT’, ‘IF’, ‘Voithru’,

수상하였습니다. ‘퍼스트펭귄(First Penguin)’팀의

‘Auto-Research’ 등 총 11개 팀이 경쟁하였습니다.

아이템은 건강보조제 복용과 재구매 시 불편함을

‘Auto-Research’팀은 모듈형 자동 실험 기기를 활

최소화한 개인맞춤형 비타민 팩 ‘닥터 캘린더’였

용한 시연 영상을 선보이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발

고, ‘다른답’팀은 'PlaC'이라는 이름의 창의적 아이

표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이끌어 내었고 청각장애인

디어 공유 플랫폼이었습니다. 창업 트랙의 최우수

점자학습기계 ‘다키피디아(Dot!kipidia)’를 제안한 ‘빛

상은 소셜매칭앱 ‘프렌팅(Frienting)’을 소개한 ‘건

찾’팀은 아이템의 참신성과 사회기여도를 높이 평

물주’팀이, 우수상은 시각장애인의 의류쇼핑을 위

가 받았습니다. 이 두 팀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

한 색상 기호를 보급 프로젝트를 발표한 ‘프리즘

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서비스 실제 교육 프로그램

(Frism)’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에서 과제를 작성하고 즉석 피드백을 받는 모습을

글로벌 시장을 향한 첫 걸음

트랙별 최우수상, 우수상과는 별도로 ‘XnTree-

선보인 ‘KOTEL’팀, 무료 과외 선순환 플랫폼이라는

Level 39’에 참여할 팀으로 ‘다른답(DARENDAB)’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대물림’팀이 우수상을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XnTree-Level 39’는 런던

수상하였습니다. 이 중 최우수상 두 팀과 ‘코드잇’팀

의 레벨 39(Level 39,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

을 포함한 총 세 팀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타대학

이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창업팀들과 다시 한 번 자웅을 가리게 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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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창업 아이템 선보이다

선보이며 주목 받은 ‘코드잇’팀과 게임용 퀴즈 앱을

창업경진대회 출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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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Tre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 중
한 곳에 배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2학기 대회에서는 ‘Sports & Kinetics’, ‘나인티앱

약 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 런던 소

스’, ‘Me-on’, ‘프리즘’, ‘사춤(Sachoom)’, ‘프리멜’,

재 스타트업 육성 단지이자 런던 금융 산업 중심

‘Epico’, ‘IO’, ‘알파고’ 등 총 9개 팀이 참가하였습

지인 카나리워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영국 핀테

니다. 프로젝트 앱을 시연하거나 시제품 작동 영상

크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

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활발한

고 ‘XnTree’는 ‘Level 39’에서 수많은 스타트업과

발표가 이어졌고, 특히 ‘알파고’팀은 Emotional Pot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물적,

시제품을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며 눈길을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끌었습니다.
두 학생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투자에 필
이 중 정액제와 제휴 업체 기반의 ‘매일’, ‘한 병’, ‘무

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XnTree’에서 배우는 한편,

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드링캣을 선보인 ‘나인티

‘XnTre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양한 회사 중

앱스’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색상기호 패션브랜드

한 곳에 배정되어 직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은승

‘프리즘(FRISM)’팀, 재사용 방지 주사바늘을 제안

완 학생은 기업 ‘Envision’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핀

한 ‘사춤(SaChoom)’팀이 최우수상을, AR 기반 반

테크 산업의 중심인 런던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려식물 서비스 ‘Epico’팀, 소방호스 자동권취기의

식견을 넓히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폼(FHAWM)’팀, Emotional Pot 서비스를 제안한

연결된 영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알파고’팀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영국 못지않게
좋은 핀테크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한국이 가
진 저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습

‘XnTree-Level 39’ 인턴십 참가
런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다

‘2017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창업동아
리 ‘다른답(DARENDAB)’팀의 은승완(경영 12), 이
정현(UIC 정치외교 16) 학생이 ‘XnTree-Level 39’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Level 39’는

니다. 이정현 학생은 ‘BlockDox’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도맡아 주
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업무가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전한다면
훗날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엄영호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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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아뜨리움의
새로운 가족

25

경영관 2층 스타트업 아뜨리움에 창업동아리 네 곳이 입주하였습니다.

‘위대한 체크비’라는 아르바이트 관리 솔루션 앱의 위플래시 팀, ‘프렌팅’이라는

소셜 매칭 앱을 개발 중인 건물주 팀, 그리고 온라인 코딩 교육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코드잇 팀, 시각장애인들이 자주적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색상 기호를 개발하고 있는 프리즘 팀입니다.

위플래시, 아르바이트 관리 솔루션 앱

건물주, 소셜매칭 앱 ‘프랜팅’ 개발

‘위대한 체크비’ 개발

‘Friend’와 ‘Meeting’의 합성어인 ‘프랜팅’은 소셜

코드잇, 온라인 코딩 교육 서비스 제공

프리즘, 보는 색에서 만지는 색으로

코드잇(Codeit)은 현재 온라인을 매개로 ‘Python

FRISM이라는 팀명은 ‘Free’와 ‘Prism’의 합성어이

프로그래밍 기초’, ‘JAVA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고 색상 기호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주적 의생

‘아이폰 어플 개발’의 세 가지 프로그래밍 강의를

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디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무

자인학과 <통합디자인 스튜디오> 수업 과정에서 시

를 교차 활용하는 교육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장애인의 의복 구매 시 문제점을 발견한 이소담

2017년 6월 서비스 출시 직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

대표가 색상의 촉각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

지만 매출 발생을 기점으로 안정궤도에 오르고 있

해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디자인이 완료

다는 평가입니다. COO 이윤수 학생은 “코딩이 4차

된 색상기호를 바탕으로 가벼운 제품들을 생산 준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중요한 교육인 만큼 코드잇

비 중인데, 생산라인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품 생

이 온라인 프로그래밍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세

산 시작 전 크라우드 펀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 5위 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

소담 대표는 “아뜨리움 입주를 통해 회의 진행 장

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소나 샘플 보관 공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효율적인 자영업 매장 아르바이트 관리 솔루션 ‘위

매칭 앱입니이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적

대한 체크비’는 관리자의 매장관리와 직원의 업무

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앱 내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

관리 효율화를 지원하는 앱입니다. 향후 채용까지

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건물주팀은 장기적

영역을 확장하여 매장 HR 관리 솔루션으로 성장

으로 스마트폰 활동 기록을 분석을 통해 선호 활동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준성 대표는 “스타트업은

을 추천하거나 유사 성향의 사용자를 추천하는 등

관련한 경영대학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되었다. 또 업무 진행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느낀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뜨리움에 입주한

의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현 팀장

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며 입주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어서 큰 힘이

은 “이전에는 회의 할 때 장소 문제가 늘 번거로웠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도 덧붙

된다. 또 이제 우리의 독립 공간이 생기니까 외부

는데, 아뜨리움 입주로 해결되어서 너무 좋다. 회사

였습니다.

인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공식 주소를 갖게 된 것 또한 큰 장점이다”라며 입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주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표
기획/영업

박준성(연세대 경영 11)

대표

김동욱(연세대 경영 14)

개발자	신영환(연세대 경영 10)

이소담(연세대 생활디자인 13)

팀원	김동엽연세대 UIC 창의기술 14)

COO

이윤수(연세대 경영·컴퓨터공학 14)

CEO

강영훈(다트머스대 컴퓨터공학 13)

기술이사

김신의(고려대 전기전자공학·수학 08)

디자이너

하지은(숙명여대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14)

김지수(연세대 도시공학 14)
박병선(연세대 경영 13)
오세준(연세대 사회복지 12)
이유민(연세대 경영 16)
한동현(연세대 전기전자 13)

김종문(연세대 영어영문 11)

영업/마케팅	박현영(연세대 경영 15)

박상욱(연세대 영어영문 12)

김세진(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 16)

김현우(연세대 수학 13)

개발	유상현(숭실대 컴퓨터학 11)

디자인

이의현(연세대 경영 13)

대표

고민구(순천향대 컴퓨터학 10)

외국어 담당

조유현(연세대 영어영문·일본학 연계전공 13)

박혜훈(덕성여대 컴퓨터학 15)

디자인

손혜진(홍익대 영상영화 13) 등 7명

양다경(홍익대 금속조형디자인14)

입주동아리
연혁

E-bul
팀플래닛

E-bul

piqob

와이오엘오

지음

건물주

코드잇 CodeIt

위플래시 WeFlash

프리즘 FRISM

1인가구에게 신선한 과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프레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이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예술을 통해 지금보다 더
재미있고 상상력 넘치는
세상을 꿈꾸는 문화예술
스타트업

합리적 가격에 해외 상품을
구매, 혹은 해외로 물품을
배송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현지 여행자들과 매칭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

대학생의 자주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

특정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소셜 매칭 앱
‘프렌팅(Frienting)’

온라인 코딩 교육 서비스
‘코드잇’

자영업 매장 아르바이트
관리 솔류션 앱
‘위대한 체크비’

시각장애인의 의류쇼핑을
위해 색상기호를 보급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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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

Industrial Revolution

Pioneering
the Upcoming
Agenda

K-Management,
N. Korea
Research

Theme Ⅲ. 연구 아젠다 선도

Agenda

미래의 경영학, 무엇이 이끌 것인가?

경영학은 사회과학입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연세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야 하고 미래를 선도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경영은 최근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기업 고유의 ‘K-Management’,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의 당위인
‘통일 시대’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경영학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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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경영
패러다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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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II. 연구 아젠다 선도

소득불평등 심화 대비

정보 집중의 위협에 대한 고민

미디어 스타트업, 대중에서 개인으로

양혁승 경영연구소장이 제시한 주제는 ‘4차 산업혁

임 용 교수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

이성규 디렉터는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미디

명과 고용 생태계의 변화 및 대응 방안’입니다. 4차

플의 사업 다각화를 예로 들어 기업집단의 모델을

어 산업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

산업혁명으로 인한 작업 대체가 진행되더라도 전체

설명하며 신규 기업 진입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 지

다. 신문과 같은 기존 미디어(레거시 미디어, legacy

고용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 OECD의 낙관

위 상실에 대한 사전 대처,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media)의 자리를 미디어 스타트업이 빠르게 대체하

론과 향후 10~20년 사이 미국 일자리의 47%가 자

데이터 양 증가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등 세 가지

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영역을 생성하고 수직적

동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함께 소개

측면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

수평적 확장을 지속하면서 정보 구독자에게 접근

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양혁

히, 소비자 접점 확대가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찬, 멤버

승 소장은 “기술 변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심화

르고 있기 때문에 IT/디지털 분야 기업집단 형성은

십, 제품 판매, 유료 구독자 확대(뉴욕타임즈 등), 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자료를 통해

‘접근 경쟁’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가디언 등)와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로 분화하고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생산성 상승과 임금 정체, 그

“‘접근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집중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규 디렉터는 “미디어의

리고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

이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가할 수 있는 위협 등에 대

미래는 독자 중심의 뉴스 생산, 수익 모델, 스토리텔

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

링의 다감각화, 신뢰 구축과,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습니다.

달려 있다”고 정리하면서 대중이 아닌 개인에게 더

경영연구소 양혁승 소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속 경영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정기 런치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전개, 융합연구와 산학연 활성화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 용 교수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측하였습니다.

김형철 교수

김형철 교수는 로봇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로
봇의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가’와 같은 문제가 대두

자기주도학습의 시대

메디아티 미디어테크 이성규 디렉터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더 편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철학의 유의미한 역할

메디아티 미디어테크 이성규 디렉터

의료시스템 변화에 대비
세브란스병원 나군호 교수

나군호 교수는 의료용 로봇의 다양한 활용 방향과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모비젠 한영석 박사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 로봇은 인간의

확장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의료시스템의 변
화, 특히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료 데이터 센터 구
축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 이상 발생 전 개인
별 맞춤 진단이나 처방이 가능해진다거나 간호, 회
진, 재활 및 보조 등 기존 의료 시스템의 부족한 부

감정 메커니즘을 가지지 못할 것을 지적하며 대표

모비젠 한영석 박사는 인간의 추상화 능력을 지능

분이 양질의 로봇 서비스로 대체되는 것 등입니다.

적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김

활동의 첫 단계로 전제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추

그리고 원격 수술, 최소침습 수술, 수술 계획 및 교

형철 교수는 또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 등장

상화 능력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육 수술 관련 분야의 데이터와 로봇 수술 확대 등

하면 로봇이 인간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딥러닝 기

도 전망했습니다.

이상오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을 주제

은 없다”고 전망하면서 “인간이 어떤 미래 사회에

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과정과 깊이에

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상오 교수 발제의 핵심은 1,

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철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2,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학교와 교육의 역

학이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법칙을 적용하여 사고 과정으로서의 추상화를 다

할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교육의 시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 했습니다.

시 고찰하고 인공지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대학원 이상오 교수

대가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입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딥러닝을 더

점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잘 설명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인 학습 방법 개발

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대화, 소통, 토론의 과정

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간화가 사회윤리적 변화의 바탕
연합신학대학원 정미현 교수

에서 스스로 자극을 받아 무엇인가에 몰두하도록

정미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과 인간:

유도하는 교육적 개입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주

스위스 종교개혁과 관련하여’라는 주제 발제를 통

도학습에서 교수의 역할은 더 이상 교사나 강사가

해 스위스 개혁 신앙의 신에 대한 인식, 즉 인간의

아니라 가이드, 카운셀러, 멘토 등이 되어야 하고,

신성화가 아닌 인간의 진정한 인간화라는 인식을

대학은 자기주도 학습과 집단지성의 허브가 되어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바라볼

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다
경영연구소 양혁승 소장

29

양한 논의는 결국 협력, 공감, 약자에 대한 배려 문
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윤리적 기
반 위에서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한다고 정미현 교수는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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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미래
아젠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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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경영대학 융복합 연구
경영대학과 상경대학 교수들은 양 대학 융복합 연
구 활성화와 학문 수준의 제고를 위해 ‘상경·경영
융복합 연구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
했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경영, 경제, 통계 분야
의 선도적인 융복합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1회 융복합연구 세미나에서는 경영대학 김지현

북한기업 연구 세미나

교수와 윤대희 교수가 ‘경영전략과 진화경제학’,
을,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가 ‘실험과학으로서의 경

통일 시대 대비 북한기업 연구

제학’을, 응용통계학과 강상욱 교수가 ‘생존분석의

연세경영은 통일의 밀알이 되고 통일시대의 청사

개요와 응용’을 주제로 제시하여 활발한 발표와 토

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북한기업

론이 이어졌습니다. 2회 세미나에서는 경영학과 배

연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Accounting Disclosure and Market Competition’

2015년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 ‘한국적 기업 경영’ 포럼 모습

한국적 기업경영(K-management) 연구
총서 시리즈 첫 발간

한국의 기업 역사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짧지만 글

성주 교수, 김병규 교수의 ‘기술의 역진화’, ‘지연된
첫 번째 결과물로 연강흠, 이호영, 손성규 교수의

소비에 대한 가치경시 현상에 대한 고찰’, 경제학

올해 첫 세미나는 경영연구소와 연변대학교 경제

연구를 집대성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이 출간

부 김주철 교수의 ‘공공문제 해결의 재원 조달 방

관리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동북아시아 경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영 활동의 핵심 주체인 지

안으로서의 SIB(Social Impact Bond) 도입 및 위험

제 협력’과 ‘북한의 산업구조 기업 경영’ 두 가지를

배구조를 상세하게 해부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업

관리’,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김현태 교수의 ‘극단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창도 연구원과 경영대학 박영렬(국
제경영 전공) 교수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의 미래를 예측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특히 기업지

이론’이 소개되어 마찬가지로 상호 융합적인 연구

많고 이들의 성공적 경영 사례는 국내외의 다양한

배구조의 3대 축인 주주, 이사, 감사에 대해 집중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 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으로 다룬 점이 특징적입니다.

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아주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이에 연세경영은 2015년 연세경영 100주년을 기

한편, 융복합 연구회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개최를

서철준 교수의 ‘북한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시장 현

하여, 지난 60~70년 간 축적되어 온 한국기업들

황과 전망’, 경영대학 곽주영(국제경영 전공) 교수
의 ‘일대일로와 중국의 국제표준 협력이 북한에 던

이후에도 최순규, 박정민, 박용석, 박영렬 교수

위해 김영진(경영 75, 한독 대표이사 회장) 동문이

의 다양한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 모델을 규명

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사례로 한 한국기

1억 5천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하여 한국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

업의 글로벌 경영’, 박헌준, 이무원, 박경민, 김지

지는 함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시간은 통

가고자 K-management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 교수의 ‘K-Management Learning from the

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의 ‘북한 기업의 운영실

그리고 한국 기업 고유의 경영에 대한 학문적 연구

Case of Admiral Yi(이순신 장국이 오늘날의 경

태와 지배구조’,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최성우

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영자라면 그의 경영학습은 어떻게 다를까?)’ 정구

교수의 ‘북한 정보기술 산업 발전 현황’, 마지막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 김성민, 박승호 교수의 ‘신 삼국지 – 한국, 일

로 산업연구원 이석기 연구위원의 ‘2000년대 북한

본, 중국, 대만 기업의 성장과 쇠퇴’, 신동엽, 양

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김정은 시대 중심의 고찰’

혁승 교수의 ‘Paradigm Shift in Korean HRM;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n HRM Models,
1960s~2010s)’ 등 K-Management 시리즈 출간
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융복한연구기금 기탁식
왼쪽부터 홍훈 상경대학장, 김영진(경영 75) 동문, 김용학 총장, 엄영호 경영대학장

두 번째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최지영 박사가 ‘북한
경제의 성장률, 인플레이션, 무역 구조 통계 기반
의 북한 경제의 변화 추이’를 설명했고, SK경영경
제연구소 이영훈 박사는 ‘북한 화폐 개혁 이후 화
폐 수용과 대도시 중심의 카드 사용 장려’를 주제

2015년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 ‘한국적 기업 경영’ 포럼 모습

로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여시재 김진향 박사의 개성
공단에 대한 의견 발표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박천조 박사가 최근 북한에서 두드러지고 있

「기업 지배구조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임을 ‘주주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 세 영역에서
조명하여 기업의 미래를 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는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원가
관리, 국가 배급의 조정 등과 같은 최근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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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

75

Schools

for Student
Exchange Program

Reaching
the Global Stage

Global Networking

Theme Ⅳ. 글로벌 리더십

Self-branding

나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동시에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나만의 글로벌 리더십을
브랜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경영은 우리의 학생들이 고유의 창의력과 리더십을
100% 발현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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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V. 글로벌 리더십

세계 속에 우뚝 서다

EMBA, FT 글로벌 랭킹 43위

세계와 경쟁하다

미국 미네소타 HR 사례대회 2위

배움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는 MBA
미국 코넬대, 전략적 리더십 고찰

35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혁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세계 엔터

연세대학교 EMBA(Executive MBA)가 영국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열린 ‘2017 Carlson

EMBA는 2017년 7월, ‘Strategic Leadership for

산업의 중심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메리마

FT(Financial Times) 2017 MBA 평가에서 43위를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Case Competition’

Innovation’을 주제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운트대로 GET(Global Experience Trip)를 다녀왔

차지하였습니다. ‘졸업생 경력개발 성취도’, ‘학생 및

에서 연세대학교 GMBA팀이 역대 최고 성적인 2위

코넬대에서 GFT(Global Field Trip)를 진행하였습

습니다. 매일 강의가 끝난 오후에는 소니픽쳐스,

교원의 다양성’, ‘학문적 성과’ 등 주요 평가 항목 중

에 올랐습니다. 대회는 후원사인 랜드 오레이크 본

니다. 또 소재분야 혁신 기업 코닝과 인터넷 서비

유튜브, 월트디즈니, 비디오게임 회사 EA를 방문

국내 최고의 연구실적과 경력개발 성취도에서 높

사 방문 후 하루 간 ‘사회초년생을 위한 HR프로그

스 기업 AOL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혁신 현장을

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 혁신의 현장을 체험하는

은 평가를 받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경력개

램 개발’ 솔루션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

경험하였고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역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 성취도 항목에서는 현 연봉 12위, 입학 전 경력

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캐롤리나 학생은 “쉽지 않

와 현재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4위, 입학 후 직급 상승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은 대회였지만 팀원들과 협력하고 짧은 시간 집중

는 매니지먼트 역량 향상과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경

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뼘 더 성장한 느낌이다”

영자 양성이라는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잘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 랭킹에 오른 이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연세
MBA는 앞으로도 글로벌 MBA와 경쟁하며 최고의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페인 ESADE, 글로벌마인드 함양
EMBA는 2017년 6월 스페인 ESADE로 GFT을 떠

FT 발표 세계 100대 프로그램

School에서의 GET를 통해 ‘유럽과 스페인 경제 전

처창조’ 등 5개의 강의를 듣는 한편 ‘벨라오로라

망’, ‘스페인 기업의 국제화’를 비롯한 4개의 강의

LG가 주관한 ‘LG HR Garage Competition’에서 연

(Bella Aurora)’라는 현지 화장품 회사를 방문하여

를 통해 스페인 경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세대학교 GMBA의 ‘Nutz n Boltz’팀이 ‘스마트 버스

강의 내용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 강의 후에는 열차 제조기업인 ‘탈고(Talgo)’와

안았습니다. ‘LG의 B2B 상품이 접목된 버스정류장’
과 ‘직원의 일상비디오’를 통해 LG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솔루션은 TED 강연을 통해 세계에

Times) 2017 위탁경영자과정 평가에서 세계 72위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팀장 멜린다 코트니

에 자리하였습니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기

학생은 “팀원간에 형성된 굳건한 신뢰가 좋은 성적

금 출연으로 1999년 3월에 개원한 상남경영원은

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영자 약 1만 8천여 명, 연평균 20여 개 이상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Air Bus)’를 방문하여

중국 CEIBS, Doing Business in China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MBA는 2018년 1월 중국 상해의 CEIBS(China

일본 게이오대,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에서 ‘Doing
Business in China’를 주제로 GFT을 진행하였습니
다.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중국의 경제 상황과 투
자 방향 및 외국기업의 중국 사업 성공전략에 대한
강의 이후 중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OEM기업

ACN 글로벌 윤리경영 사례 대회 우수상
ACN 글로벌 윤리경영 사례대회(ACN Global
Business Ethics Case Competition)는 총 6개국

연세대학교 글로벌 MBA(GMBA)팀, ‘2017 Carlso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Case Competition’에서 출전 이래 최고 성적인 2위 차지

CMBA/GMBA/FMBA는 스페인 IE Business

LG HR Garage Competition 우승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이 영국 FT(Financial

과정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 경영자교육전문

스페인 경제에 대한 고찰

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혁신 마케팅’, ‘벤

정류장과 LG 직원의 일상 비디오’로 우승의 영광을

상남경영원 위탁경영자과정

스페인 IE Business School,

6개 대학(미국 보스턴대, 영국 뉴캐슬대, 스위스
생갈 대, 중국 푸단대, 인도 IIM, 한국의 연세대) 학
생들이 팀을 이루어 온라인을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약 3주간 사례 분석 후 전략을 제안하는 독특
한 방식의 대회입니다. 경영대학의 문크자야 오트
강바야르 학생(경영 14)은 팀원들과 중국 후지 제
록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크자야 학
생은 “기업 경영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과
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기업 윤리가 경영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고 전했습니다.

‘코스맥스’를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Hidden Champions of Japan
CMBA/GMBA/FMBA는 2018년 1월 강소기업이
많은 일본의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게이오 경
영대학으로 GET를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Hidden
Champions of Japan’이었습니다. 강의와 연계
하여 ‘Nagano Seiko’, ‘Stanley Electric’, ‘Recruit
Holdings’, ‘Shibuya Paak’ 등 일본의 강소기업 4곳
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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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V. 글로벌 리더십

한 눈에 보는
글로벌 프로그램

GLOBAL IN-COMING
PROGRAM
MBA Summer School
싱가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 Haskayne School
of Business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멕시코

미국

IPAD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Michael G.
Foster School of Business

미국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슬로베니아
University of Ljubljana Faculty of
Economics

스웨덴
Jonko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스위스

이스라엘

University of St. Gallen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스페인

이탈리아

ESADE Business School
Universidad de Navarra

Politecnico Di Milano
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인도

프랑스 EDHEC

BIMTECH Birla Institute

2017.3.2~6.21(25명)

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2017 GLOBAL
MBA 신입생

내국인

Interdisciplinary Center Herzliya
The Arison School of Business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
캐나다
HEC Montreal
Queen’s University
York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Victoria

GLOBAL OUT-GOING
PROGRAM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IESEG School of Management

2017.6.27~8.4(18명)

핀란드
Aalto University
Hanken School of Economics

포르투갈

미국 Cornell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y Tour Program

Nova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프랑스

‘Strategic Leadership for Innovation’
2017.7.9~7.16(47명)

자체 교환학생 협정교 수 75개 교/
국가 수 31개 나라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MBA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독일
University of Göttingen Faculty of
Economic Sciences
University of Muenster,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University of Tuebingen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독일
University of Gottingen Faculty of
Economic Sciences
University of Mannheim
University of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WHU-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말레이시아
Mahidol University International
College

외국인

70%

1
1
5
1
1
1
2
1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사우디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중국
콜로비아
크로아티아
태국
프랑스
핀란드

1
2
5
1
1
1
1
1

이스라엘

Yonsei University
미국 CMC(Claremont Mckenna College)

’Global Marketing-Competing in
Globalizing Industries’
2018.1.15~1.19(31명)

국가별 외국인 신입생

30%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스페인 ESADE

2017 GLOBAL MBA

MBA GFT(Global Field Trip)

일본 Keio Business School
‘Hidden Champions of Japan’
2018.1.28~2.2(38명)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MBA
미국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lin Business School

ESSEC Business School,
IESEG School of Management Lille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e Paris-Dauphine

스페인 ESADE
‘Build a Global Mindset with a Profound
Knowledge’
2017.6.24~7.2(39명)

스페인

핀란드

중국 CEIBS

Hanken School of Economics

‘Doing Business in China’
2018.1.11~1.13(51명)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ESADE Business School
싱가폴

캐나다

MBA GET(Global Experience Trip)

York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Business

스페인 IE Business School

프랑스

‘Spain’s Economic Recovery’
2017.6.25~7.1(41명)

IESEG School of Management

미국 Loyola Marymount University
‘Entertainment Industry in USA’
2017.7.30~8.5(38명)

자체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Copenhagen Business School

학부 uGET
(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project)

독일

아모레퍼시픽(태국)

University of Gottingen Faculty of
Economic Sciences
University of Müns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와이유크리에이티브(중국)

덴마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Michael
G. Foster School of Business
스페인
ESADE Business School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
HEC Montreal
핀란드
Hanken School of Economics
프랑스
Universite Paris-Dauphine

망고슬래브 (인도네시아)
함께일하는재단(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필리핀/우간다, 인도네시아)
연세대 경영대학 YVIP(덴마크, 핀란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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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
야 도전 정신과 용기가 생기고 추진력도 생깁니
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란 게 있게 마련인데 그
것을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결국
사업 성공을 좌우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사
초기 학생 때는 돈을 내고 배우지만 직장인은 돈
을 받으며 일을 배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는 자신의 경험
을 회고하며 “눈앞의 실리에 움직이지 않는 인성
과 멀리 내다보며 묵묵히 일하는 자세를 가진 사
람이 미래에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
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정환 동문은 Yonsei-CMC Leadership Progrm
만찬 호스트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후배들과 대화
를 많이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 지면을 통해
서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고 했
습니다.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하

모두 해외 창업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기,
나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며 여러 사업에
도전해 왔습니다. 후배들도 자신감 있게 원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1

Interview

위기를
기회로

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면서 사는 인
생과 그저 흐름에 따라가며 사는 인생의 만족도는
나중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잃
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들과 똑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역
발상을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명제에

도전의
아이콘

곽정환 동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전의 아이

대해 그것이 반드시 옳거나 무작정 틀렸다는 생각

콘’입니다. 1988년 대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연하다면 왜 그런지, 틀렸다

곽정환(경제 82, 코웰이홀딩스 회장) 동문은 연세

4년 뒤인 1992년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홍

면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생각

경영의 단기 레지덴셜 프로그램으로 미국 CMC

콩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창업이 흔치 않았고, 문

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감과 역발상. 이 두 가

(Clarement McKenna College)와 진행하는

화적 차이와 경험의 부재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

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Yonsei-CMC Leadership Program을 2011년부터

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

후원했습니다. 홍콩에서 활동 중인 그는 양 교 학생

만 그는 기회가 중요한 것이지 문화와 환경의 차

들이 홍콩 필드트립을 갔을 때 동문 만찬을 꾸준히

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형

호스트하였습니다.

봉제 사업으로 시작한 창업은 전자와 금융, 바이오
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졌고, 현재 주력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경영대학은 내 인생의 큰 부

업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입니다. 세계 최고

분입니다.” 곽정환 동문의 모교 사랑에 대한 정의

기업 애플이 주요 고객입니다. 곽정환 동문은 “애

입니다. 특히 그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문의 경우

플이 스마트폰으로 유명해지기 전인 2007년부터

사회 네트워크의 대부분이 모교와 동문과의 관계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스마트폰 대중화 이전이라 다

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언급하며 “오랫

들 제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애플의 가능성

동안 Yonsci-CMC Leadership Program의 홍콩 필

을 믿었던 저는 직접 경영에 뛰어들어 사업을 추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드트립을 후원한 것은 홍콩의 동문 네트워크가 있

하게 되었어요”라고 하며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중

도전정신과 용기가 샘솟고 추진력도 생깁니다.

어 가능했고, 또 그 기회를 빌어 제가 받은 많은 기

견기업 경영자로서 뽑고 싶은 인재상으로는 ‘자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회와 도움들을 후배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기 때

감’을 가진 ‘인성과 자세’가 올바른 사람을 꼽았습

결국 사업 성공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문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

곽정환 동문
(경제 82, 코웰이홀딩스 회장)

제가 보는 인재상의 핵심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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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준비하는 후배 학생들이
‘연구의 즐거움’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2학기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조직
행동론>과 <인적자원관리>를 강의하였던 노그림
박사(2013 입학, 2017 졸업)의 졸업논문이 대학

2

원생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Interview

스스로에
대한
탐색
훌륭한
논문의 기본

“모든 논문, 특히 박사논문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
의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박사논
문 중 저의 박사졸업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
었다는 점이 너무 영광스럽고, 박사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입니다. 앞
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최선
을 다해 좋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논문 주제는 ‘한국 대규모 기
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사업영역 변화에

기존 연구들은 기업집단 수준에서의 다각화를 주

스워크(coursework)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했

관한 연구’입니다. 기존 전략경영 분야에서 ‘다각

로 연구해왔고 기업집단에 속한 각 계열사는 일

으나 스스로 박사 논문을 계획하고 작성해야 하

화’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선행 연구가 있기도

반적으로 한 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한다고 가정

는 상황이 닥치자 고민과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

하고 실제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 자체에 대한 연

하여 계열사 내부의 다각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

왔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사춘기를 겪지 않은 친

구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심을 두지 않은 반면, 이 연구는 계열사 내부의

구들이 나중에 홍역을 앓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선택한 것은 조직이론의 '탐색'이라는 개념을 도입

다각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현상도 없고 연

해 각 계열사 내부의 다양한 사업영역들의 변화를

과 계열사 내부의 다각화가 계열사 내부적인 요

구해보고 싶은 이론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

밝혀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이나, 소속 산업의 환경보다는 그룹 내의 다이

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며 당시를 회상

내믹스(Dynamics)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

했습니다.

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습니다.

노그림 박사 졸업생
(매니지먼트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코스워크(Coursework)도,
유학시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열사의 변화가 내부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이

그녀는 결국 신동엽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어려운

아닌 다른 계열사의 상황이나 본부와의 관계 등

시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논문을 준비해

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

야 할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논문 모델을 더 발전

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석사 기간 동안 코

시켜서 저널 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

스워크(coursework)도 중요하고 유학 시험 준비

한 조직이론적 탐색 활동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구를 업으로 삼고 싶은지’, ‘어떤 산업이나 경영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들이 재밌게 느껴지는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연구를 업으로 삼고 싶은지’,

그래야 능동적으로 연구를 즐길 수 있게 될 거라

‘어떤 산업이나 경영현상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는지’를

노그림 박사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겪었습니다. 무난하게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사 코

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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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논문은 기업의 내적 동기를 탐구하는 것
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연구 과정에는 위계적 선형
모형이 핵심적으로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는 정부나 고객 등 외부 이해관
계자들의 압력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은지 석사는 “본

3

Interview

대학원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배움터

대학원 시절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동료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내·외부적인 선행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고, 글로벌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진이 친환경 공
급망 관리 촉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시사점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
다”라고 자신의 논문을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쟁력으로 ‘연구

석사우수논문 장려상의 영광을 안은 이은지(2015

열정이 가득한 교수진’, ‘석박사 학생들의 학구열’,

입학, 2017 졸업) 석사 졸업생은 현재 삼성경제연

그리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된 환

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대식 지도교수님

경’을 꼽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해 있던 늘해랑

의 제안으로 우수논문상 대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 연구실의 ‘밝고 쾌적함’을 강조하며 큰 애

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수논문 장려상에

정을 보였습니다. “대학원 시절은 사회에 나가기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논문 속에 담긴 제 노력

전에 사회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에 대해 인정받고 격려받는 상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동료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

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수상 소감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가

을 밝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며 후배들이 소통의 노력을

이은지 석사 졸업생의 논문 주제는 ‘기업의 친환경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갖기

공급망 관리‘입니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란 원재료

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

가 제조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

력 관리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이은지 석사 졸업생

든 밸류체인에 친환경 개념을 접목한 시스템을 의

매진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체력관리는 필수

(오퍼레이션 전공)

미하는데, 이 논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이 친

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체력이 저하되거

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유와 과정

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연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

교수진의 연구 열정, 석박사 학생들의 학구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있으니까요. 각자 자신을 믿고 꾸준히 그리고 열

그리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논문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활동의 선행요인에 대

심히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이 세 가지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쟁력입니다.

해 고객이나 정부의 압력 등 외적 측면에 집중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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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은 1915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부와 헌신의 초석 위에

연세경영의 기부정신,

졸업생, 재학생 등 모든 구성원 각 세대에게 끊임 없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연세경영의 기부정신은 교수진들에게 고스란히 전

로 모으고 연세경영의 저력을 보여준 결정체입니

수되어 연세경영 구성원에게 나눔과 실천의 모범이

다. 경영관 건축을 위해 연세경영 구성원과 후원자

자 기부정신 확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07

4,500여명이 참여했고, 기부의 성공 지표는 금액이

년 송자 교수의 1억 원으로 시작된 경영관 신축을

아니라 연세경영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참여

위한 기부는 고(故) 임익순 명예교수의 3억 원 기

자 수라는 측면에서 경영관은 연세구성원에게 하나

탁, 정구현, 이기을, 정종진 명예교수으로 이어졌습

의 자부심입니다.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

니다. 경영관 신축이 한창 진행되면서 연세경영 교

부터 적게는 몇 십만 원의 소액기부로 참여하고 있

수진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서 박상용, 박영렬 교

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경영관 기공식과 함께 시작

수를 포함한 55명의 교수진이 크고 작은 정성을 보

된 ‘120만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은 작은 나눔으

태었고, 2017년에는 신영수 명예교수의 1억 원 기

로 모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고 임익순 교수,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고 김규삼 교수, 고 이학종 교수, 그리고 정종진 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은 현재까지 1,209명이 참여

수는 당신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개설하여 현재

하여, 1,807 구좌가 모금되었습니다.

경영대 교수진에게 고스란히 전수되다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부정신은 연세경영의 교수진,
연세경영발전의 원동력이자 아름다운 나눔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 신축 모금 참여자

4,500

여명

클래스 기프트(Class Gift)
참여자

1,446

명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수혜자
명

경영관 건축은 교수, 동문, 학생들의 정성을 하나

까지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 학생과 동문들의

114

경영관, 연세경영 구성원의 염원을 담은 결정체

기부문화가 이어지다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는 기부 정신,

‘클래스 기프트’와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연세경영의 기부정신은 여러 목적 하에 다양하게

기부정신에 대한 교수진의 솔선수범은 재학생, 졸

실천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기프트(Class Gift)’는

업생에게 귀감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입학 축하기념

습니다. 학번별 동기회는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매

품을 마련하기 위해 펼치는 캠페인으로 2011년 2

년 5월 개최되는 졸업 25주년과 50주년 재상봉 행

월 졸업부터 시작되어, 2018년 2월 졸업까지 누적

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 재

1,446명의 졸업생이 참여함으로써 모교로부터 받

학생 단체는 작지만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

은 사랑을 신입생들에게 내려주는 선순환적 나눔

습니다. 학회 GMT(Global Management Track)의

실천의 기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경영관 건축을 위한 기탁, 창립 20주년
을 맞이한 학생 동아리 ISSU의 2017년 장학금 기

경영대학 동창회가 펼치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

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은 동문 선배들의 무한한 후배사랑을 전하는 장
학 프로젝트입니다. 선배 30명이 하루에 1,000원

모교 발전을 후원하는 AMP(최고경영자과정)와

씩 한 달에 3만 원을 기부하여 후배 한 명의 등록

EMBA(Executive MBA) 원우회의 기수별 기부는 하

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버

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AMP의 기부는 2000

터플라이 장학금 수혜자는 누적 114명, 장학금액

년 49기부터 시작, 가장 최근인 2017년 졸업생 83

은 1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의 작

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EMBA의 기부는 2012

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되어 연세경영에 큰 변화

년 2월 졸업한 첫 기수부터 현재까지 7년간 모든

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수가 빠짐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4
년 EMBA에 입학하여 2016년에 졸업한 김준도 동

기부정신은 모교에서 누린 사랑을 후배를 위해 더

문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달 ‘120만원 연세경영

크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자, 연세경영 구성원

사랑 캠페인’에 참여하여 최다 구좌 참여자가 되며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격언

1915년부터 이어 온 연세경영의 기부정신은 한 세

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매달 50

기를 넘어 다음 세기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원씩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김준도 동문의 기부
횟수는 총 44회, 누적 기부액은 43,900,000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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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던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연세경영은

‘혁신창업교육과 스타트업 양성’, ‘글로벌 리더십 함양’, ‘국내 경영학

전체 교과목 개설 수

546

트렌드 선도’로 그 패러다임을 빠르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연세경영을 상징하는
숫자들은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재학생 수

5,091

명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졸업생 수

833

연구세미나 개최 수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107

명

회

(학부, 석박사, MBA, AMP 기준)

교수 수

명

(학부, 석박사, MBA 기준)

신입생 수

803
105

과목

영어과목 개설 비율

35

%

(학부 기준)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462

명

(In-coming & Out-going)

연세경영 자체 교환학생 협정교 수

명

(전임, 명예 및 퇴임, 강의전담, 객원 및 연구교수)

75

개교

2017 Global MBA
외국인 학생 비율
학부 창업심화전공 수업 수강생 수

연간 장학금 수혜액

1,069

명

연세경영 자체 교환학생 협정교 국가 수

31

70

%

개국

61.7

억원

(학부, 석박사, MBA 기준)

장학금 수혜율

36
(학부 기준)

%

학부 창업심화전공 수업 개설 수

27

과목

모금 약정액

6.4

모금 참여자 수

억원

407

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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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
논문 게재 실적
▍교수진 국제전문학술지(SCI급)

•Fair Value Accounting in the Absence of Prudence

Journal of Management, Vol.43, No.3, 2017.03

in Accounting Standards: An Illustration

한재훈

손성규

•Risk Aversion, Uncertainty, and Monetary Policy

•계속기업의견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 회계ㆍ세무

강기윤

with Exotic Derivatives, Spanish Journal of

이재영

in Zero Lower Bound Environments, Economics

•Counterfeiting, Screening and Government

Finance and Accounting-Revista Espanola De

•Network Connections, Ceo Compensation and

Letters, Vol.156, 2017.07

Polic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172,

Financiaciony Contabilida, Vol.46, No.2, 2017.04

2017.11
박선주
곽주영

Involuntary Turnover: The Impact of a Friend of a
Friend,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허대식

Vol.45, 2017.08

•Buyer Power and Supplier Relationship

•Energy Efficient Data Collection in Sink-Centric

Commitment: A Cognitive Evaluation

•Standards as a Driving Force that Influences

Wireless Sensor Networks: A Clustering

이호영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Supply Chain

Emerging Technological Trajectories in the

Approach, Computer Communications,

•The Association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53, No.2, 2017.04

Converging World of the Internet and Things: An

Vol.101, 2017.03

Investigation of the M2M/IoT Patent Network,
Research Policy, Vol.46, No.7, 2017.09

Investment by Audit Firms and Their Audit

•Making the Most of the First-Offer Advantage:
Pre-Offer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Managing Risk with Socially Responsible Actions

Outcomes, Negotiation Journal,

Korean Market, Applied Economics,

Vol.33, No.2, 2017.04

Vol.49, No.48, 2017.07

in Firms Involved in Controversial Activities

Selection and Audit Scope: Evidence from the

and Earnings Management, Spanish Journal of
배성주

임수빈

Financiaciony Contabilida, Vol.47, No.1, 2018.01

•Shared Experience in Pretrip and Experience

•Strategic Planning as a Complex and Enabling

•Fair Value Accounting in the Absence of Prudence
in Accounting Standards: An Illustration

Sharing in Posttrip: A Survey of Airbnb Users,

Management Tool, Strategic Management

Information & Management, Vol.54, No.6, 2017.09

Journal, Vol.38, No.8, 2017.08

▍교수진 국내전문학술지[학진등재(후보)]
•표준화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고속철도 기술의
사례,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3, 2017.09
•두산 120년-적응과 변신의 역사, 경영사학 ,

서길수

임 일

김동훈

Financiaciony Contabilida, Vol.46, No.2, 2017.04

•Shared Experience in Pretrip and Experience

•Is Social Networking a Waste of Time? The Impact

•고객의 등급 하락에 따른 VIP 프로그램의차별적 효과에

Sharing in Posttrip: A Survey of Airbnb Users,

of Social Network and Knowledge Characteristics

Information & Management, Vol.54, No.6, 2017.09

on Job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Developing a Dynamic Portfolio Selection Model

Research & Practice, Vol.15, No.4, 2017.11

with a Self-Adjusted Rebalancing Method,

신진영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Performance of Active and Passive Management
of Korea’s NP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46, No.4, 2017.08

Legislation: Evidence from Distributed Denial of

•Does Social Media Use Influenc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A Review of Its Moderating Role,

신현한

Management, Vol.25, No.3, 2017.07

•The Enhanced Disclosure of Executive

김병규
•여성 광고모델의 귀염성과 관능성이 제품 특성에 대한

Compensation in Korea, Pacific-Basin Finance

정예림

Vol.41, No.2, 2017.06

Journal, Vol.43, 2017.06

•Managing Complexity for Creating Breakthrough
Inventions: Focusing on Collaboration Teams and

김진우

엄영호

Prior Art,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Design for Experience Innovation: Understanding

•Covered Interest Parity Deviation and

Vol.33, No.2, 2017.03

김진우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서의 운전자 경험에 대한 연구: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시각 정보 디자인: 노인과 손목에
착용하는 보행 보조 장치의 상호 교류에 대한 연구,

감성과학 , Vol.20, No.2, 2017.06

FX Swap Market,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최선미

비용 수익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연세경영연구 ,

Vol.36, 12, 2017.12

Vol.44, 2017.09

•Cross-Cultural Folk-Tale-Elicitation Research on

Vol.54, No.2, 2017.06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미론적 회계·재무 지식체계:

the Perceived Power, Humanistic and Religious
이동진

Types 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Effects of Explicit and Implicit Ethics

문두철

Business Research, Vol.74, 2017.05

•현행 합병비율 산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Institutionalization on Employee Life Satisfaction

Human Behavior, Vol.75, 2017.10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Effect of the Presentation Order and Repetition of

Employee Experiences in Work Life and

Feedback Type,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Behavioral Multitasking Intention, International

Moderating Effects of Work-Family Life Conflict,

Vol.28, No.2, 2017.04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47, No.4, 2018.02

Vol.33, No.7, 2017.07

•Earnings Management Using Revenue

•The Role of Co-Production Networks in
Organisations’ Efforts to Enhance the Learning

Classification Shifting?: Evidence from the

Curve Outcomes, Total Quality Management &

IFRS Adoption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Excellence, Vol.28, No.11-12, 2017.09

Account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Vol.25, No.3, 2017.09

•Structural and Behavioral Antecedents of Change:
Status, Distinctiveness, and Relative Performance,

•Mobile Shopping Through Applications:
Understanding Application Possession and

and Online Opinion Leadership for Values and
New Product Adoption Behavior, 아시아마케팅저널,

•기업 다운사이징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복수의 성과목표
추구와 다운사이징 의사결정, 산업관계연구,
Vol.27, No.1, 2017.03

Marketing, Vol.39, 2017.08

Vol.19, No.2, 2017.07
•지식 형태와 채널 관계 특성이 신제품 개발과 채널 관리에
미치는영향: 한국의 하이테크 B2B 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Vol.32, No.2, 2017.05
•두산 120년-적응과 변신의 역사, 경영사학 ,
Vol.32, No.2, 2017.06

•지식 형태와 채널 관계가 신제품 창의성과 시장 선도성에
미치는 영향: 일본 하이테크 B2B기업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Vol.22, No.2, 2017.04

엄영호

정승화

•변동성지수선물(V-KOSPI 200 Futures) 이론가격 평가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 협력에 있어서의 성과 요인,

모형에 대한 연구, 선물연구, Vol.25, No.3, 2017.08

Vol.26, No.5, 2017.10

이경태

Korean Venture Industry, 무역연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공시가 내부자 매도거래에

Vol.13, No.3, 2017.06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Vol.17, No.1, 2017.04
최순규
이무원
•조직/전략이론,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살펴보는 특별
한 장을 소개하며, 인사조직연구, Vol.25, No.3, 2017.08
•Culture, Ambidexterity, and Performance: A Team-

Vol.32, No.4, 2017.12
•POSCO’s Growth History and Stakeholders’ Interests,

경영사학 , Vol.32, No.1, 2017.03

•영상 몰입도에 따른 중간광고 배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짜증 정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온라인 구전량 및 평점과 시기별 영화 흥행과의 관계,

지식경영연구, Vol.18, No.2, 2017.06
이지만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 Vol.26, No.4, 2017.08
관계 연구: 신용평점 및 부채조달비용을 중심으로,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2, 2017.06

Vol.17, No.3, 2017.06

•기술역량과 국내 마케팅역량이 수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변동성의 조절효과: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
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
Vol.42, No.4, 2017.08
•한국적 경영 스타일이 태국 현지인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
•국제 특허 활동과 수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 Vol.42, No.3, 2017.06
한재훈

이호영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구에 있어서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과학의 활용,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

무역연구, Vol.13, No.6, 2017.12
•CJ CGV의 인수합병을 통한 베트남 극장 시장 선점 전략,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4, No.4, 2017.11

서길수

Marketing Research, Vol.54, No.3, 2017.06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 Vol.33, No.1, 2018.02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 협력에 있어서의 성과 요인,

연세경영연구, Vol.54, No.2, 2017.06

•상장예정기업의 실제 상장여부와 자본조달비용의 상관

Driving Consumer Repeat Behavior, Journal of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고찰: 기업 규모별

Korea Business Review, Vol.21, No.3, 2017.08
이재영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박영렬

무역연구, Vol.13, No.6, 2017.12
•The Role of the Entrepreneur’s Human Capital in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

Mobile Purchase, Journal of Interactive
•Social Interactions and Monetary Incentives in

Vol.22, No.4, 2017.10
•Distinguishing Online Opinion Leaders: The

Vol.41, No.2, 2017.05

•한국기업의 중국 동북 3성 진출 역사와 시사점, 경영사학 ,
최정혜

이무원
문두철

•Providing Feedback to Service Customers: The

통해 소비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Mediating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학회 논문지 , Vol.18, No.1, 2018.01

Symbolisms and Use of Money, Journal of

Companionship in Smart Homes, Computers in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디자인이 웹사이트 지각요소를

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김학진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Impa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Interaction

임수빈

•조직탐색모형의 확장: 한국 조선산업의 연구개발(R&D)

Level Study, 인적자원개발연구, Vol.20, No.1, 2017.03

Counterparty Default Risk: US Dollar/Korean Won

•The Effects of Hover Interface on Users’

인사조직연구, Vol.25, No.3, 2017.08

신뢰와 불신 형성 모형 중심으로, 디지털컨텐츠학회논문지 ,

User Experience in New Product Development,

•Companionship with Smart Home Devices: The

연구, 전략경영연구, Vol.20, No.1, 2017.04

입학사정관제 확산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예상에 미치는영향, 광고학연구 , Vol.28, No.4, 2017.05

Vol.18, No.4, 2017.07

Service Attacks, MIS Quarterly,

(Ewha Management Review), Vol.35, No.1, 2017.06
•최고경영진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 Vol.32, No.3, 2017.08

Sustainability, Vol.9, No.9, 2017.09
•Testing Robustness of Utaut Model: An Invariance
Analysis,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김승현
•Cybercrime Deterrence and International

•규범적 동형화의 두 가지 원천: 전문지식과 매체를 통한

신현한

Finance and Accounting-Revista Espanola De

Vol.68, No.7, 2017.07

Vol.46, No.6, 2017.12

Vol.32, No.2, 2017.06

with Exotic Derivatives, Spanish Journal of

김성문

구성원간 권력 거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기반 근접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행동전략의 발전과 과제: 전략연구의 행동과학적 전환,

곽주영

Finance and Accounting-Revista Espanola De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리더-조직

•조직근접성과 신규제도의 채택 간의 관계: 지위와 적소

전략경영연구, Vol.20, No.2, 2017.08

•The Impact of Labour Unions on External Auditor

기랄 안드레스

•리더의 유머 행위가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감정 및

•기업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진(TMT)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Economics, Vol.24, No.3-4, 2017.08

이호욱

신동엽

Vol.35, No.4, 2017.10

Quality,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박헌준

와 감사 연구 , Vol.59, No.3, 2017.09

Vol.32, No.2, 2017.04

•공기업 CEO특성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내부승진 여부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Discretionary Consumption and the Equity
Premium: Evidence from Korea, 재무연구,
Vol.30, No.2, 2017.0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공시가 내부자 매도거래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Vol.17, No.1, 2017.04

50

Yonsei School of Business

Annual Report 2017

YSB Index 2017

51

학술 활동
허대식
•공급자의 협업역량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성과와
구매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로지스틱스연구, Vol.25, No.4, 2017.12

국내학술지
강용주(박사 14), 손유나(박사 11): 재무 전공
•Discretionary Consumption and the Equity

▍교수진 학술활동
구분

Premium: Evidence from Korea, Asian Review of

성명

곽주영

Financial Research(재무연구),
Vol. 30, No. 2, Page. 217~236, 2017.05

김병규
이정원(석박통합 14), 김영진(석사 15): 매니지먼트 전공

▍석박사 학생 논문 공저

김진우

•국내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논리와 운영 모델 탐색:
Vol.12, No.5, Page.279-301
정대훈(박사 13, 매니지먼트 전공)

•Risk Aversion, Uncertainty, and Monetary Policy

•한국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의 결정요인들에

in Zero Lower Bound Environments, Economics

관한 연구: 거시 조직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산업관계

Letters, Vol. 156, No.118-122, 2017.08

연구, Vol.26, No.3, Page.73-104, 2016.09

주최기관

연구역할

Academy of Management

Yonsei-ORF Dialogue

동서문제연구원

토론 및 사회

Corporate Governance and Innovation Capability of East Asian Firms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토론 및 사회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Infor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EEE

포스터

Association for Computing achinery

포스터

CHI Conference
2017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HRI2017)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 ,

국제학술지
김성진(박사 17, 재무 전공)

학술회의명칭

2017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학술발표

학술발표

문두철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udies in Law, Education, Business and Corporate
Excellence in Research and nnovation
Social Responsibilities

학술발표

박선주

4th Asia Business Conference & Workshop

ABCW

학술발표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51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학술발표

22nd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Conference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학술발표

The 1st YVIP Global Conferen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actice & Policy,
and Research

Yonsei School of Business

토론 및 사회
토론 및 사회

배성주

•조직학습과 지위: 한국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 2007이정원(석박통합 14, 매니지먼트 전공)

2013년, 경영학연구, Vol.45, No.5, Page.1623-1644,

22nd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Conference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Exploring the Antecedents of Employees’

2016.10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51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학술발표

2017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Academy of Management

학술발표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Informs

학술발표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Information-Winter Session

International Business Academics Consortium(iBAC)

학술발표

7th European Academic Research Conference on Global Business,
Economics, Finance and Banking

Greater Vision Conference & Seminars Organizing

학술발표

4th Asia Business Conference & Workshop

ABCW

학술발표

1st Asian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s

ASSBRC

Developmental Network Characteristics: Does

•기업 다운사이징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복수의 성과목표

Context Matter?,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추구와 다운사이징 의사결정, 산업관계연구,

Resources, 2017.02

Vol.27, No.1, Page.139-166, 2017.03

국제 이무원
이재영

•조직탐색모형의 확장: 한국 조선산업의 연구개발(R&D)에
이정원(석박통합 14), 정창욱(박사 14): 매니지먼트 전공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upport and the
Role of Employee Status,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2016.11

대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정승화

Vol.41, No.2, Page.109-138, 2017.05
•규범적 동형화의 두 가지 원천: 전문지식과 매체를 통한
입학사정관제 확산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Vol.35, No.4, Page.227-257, 2017.10

정창욱(박사 14, 매니지먼트 전공)
•Exploring the Affective Mechanism Linking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조직근접성과 신규제도의 채택 간의 관계: 지위와 적소
기반 근접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Vol.46, No.6, Page.1631-1662, 2017.12
•지위 불일치성과 조직의 의사결정: 한국 대학들의 의학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전문대학원 도입을 중심으로, 2002-2014, 조직과 인사

Vol.21, No.4, Page.946-960, 2016.04

관리연구, Vol.42, No.1, Page.65-95, 2018.02
최병철(박사 15), 변정윤(박사 15): 회계 전공

Management & Organization,

•현행 합병비율 산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Vol.24, No.1, Page.40-61, 2016.06

Yonsei School of Business

학술발표

QUIS15(The 15th Inter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Service Excellence in
Management)

Faculty of Engineering of the University of Porto,
Portugal

학술발표

최순규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nual Meeting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학술발표

최정혜

2017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INFORMS

학술발표

2017 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 in Finance

Sloan School of Management at MIT and the China
Center for Financial Resech

토론 및 사회

2017 FMA Asia/Pacific Conference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토론 및 사회

POMS 28th Annual Confernec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학술발표

공공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기획세션

공공관리학회

학술발표

제3회 북한기업경영 세미나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학술발표

상경 경영 융복합 연구 발표회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학술발표

2017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마케팅학회

학술발표

김승현

2017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학술발표

배성주

상경·경영 융복합 연구 발표회

연세경영연구소, 연세경제연구소 등

학술발표

2017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

2017 대한회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대한회계학회

2017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토론 및 사회

2017 대한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회계학회

토론 및 사회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Business, Economic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BESH

학술발표

2017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발표

2017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학술발표

2017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발표

2017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토론 및 사회

2017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학회

POMS 28th Annual Confernec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한재훈

•When Leadership Elicits Voice: Evidence for
a Mediated Moderation Model, Journal of

IRSSM8(The 8th Inter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Service Management)
최선미

허대식
곽주영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
Vol.26, No.5, Page.413-451, 2017.10

김병규

허은영(박사 06, 매니지먼트 전공)
•정부의 클래식 지원정책 고찰, 이화음악논집 ,
Vol.43211, Page.35-81, 2017 겨울

이호영
국내
정승화
최선미

최정혜
허대식

학술발표

학술발표
토론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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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수상 및
각계 활동
▍석박사 학생 주요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사례
구분

국제

이름

전공

권용하(석사 15)

매니지먼트

김상화(석사 16)

마케팅

학술대회명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2017 Global Fashion Manangement Conference

오스트리아, 비엔나

교수명
김동훈

학회(지)명
한국경영학회
EMAC(European Marketing cademy)
한국경영학회

직위

임기

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2017.03-2019.02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SSCI 학술지) 편집위원
경영학연구 편집 운영위원장

2017.03-2019.02

2008.09-2019.08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박성윤(석사 16)

마케팅

박지영(박사 15)

재무

박지윤(석사 16)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미국, 애틀랜타

박현선(석사 16)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미국, 애틀랜타

배성주

변정윤(박사 15)

회계

싱가포르

학회장

2018.01-2018.12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서길수

한국경영정보학회

양지호(석사 15)

이무원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Senior Editor
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2014.01-2019.12

양희산(석사 15)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SSCI 학술지)
한국경영정보학회

유이정(박사 15)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한국정보학진흥원

정보화정책 편집위원장

2016.01-현재

매니지먼트

32nd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nual Conference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2018.01-2018.12

매니지먼트

2017 Asia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매니지먼트

6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이정원(석박통합 14)

2017 Global Fashion Manangement Conference

지역
미국, 애틀랜타

▍학회 활동

28th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Annual Conference

오스트리아, 비엔나

김성문

미국, 벨뷰

2017 PDMA Competitive Edge Conference

미국, 시카고

박경민

2017 FMA Annual Meeting

미국, 보스턴

박용석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udies in Law, Busines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미국, 애틀랜타
미국, 올랜도
일본, 후쿠오카
벨기에, 루벵라뇌브

이호근
이호영
임 일

이사

2018.03-2019.02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2017.01-2018.12

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

2017.03-2018.02

한국경영사학회

부회장

2017.03-2018.02

한국경영학회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편집위원

한국생산관리학회

2017.03-2018.02

이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2018.01-2019.12

2017.03-2018.02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미국, 애틀랜타

Cornell Hospitality Quarterly

Editorial Board Member

2017.01-2017.12

이준연(석사 14)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미국, 애틀랜타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Editorial Board Member

2017.01-2017.12

전유섭(석사 15)

매니지먼트

10th International Critical Management Studies Conference

영국, 리버풀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Editorial Board Member

2017.01-2017.12

매니지먼트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미국, 올랜도

Editorial Board Member
이사

2017.01-2017.12

정창욱(박사 14)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and Management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마케팅과학회

이사

2017.01-2017.12

APDSI(Asia Pacific Decision Sciences Institute)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SSCI 학술지)

회장

2016.08-2017.07

Associate Editor

2014-현재

Jiang Yan(석사 16)

마케팅

Academy of Management 77th Annual Conference

최선미

미국, 애틀랜타

2017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 서울

Global Business Review Competition

한국, 서울

허대식

2017.01-2017.12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상화(석사 16)

마케팅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 서울

Global Business Review Competition
김수연(박사 13)

국내

오퍼레이션

8th International Research Symposium in Service Management

한국, 서울

2017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인천

2017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한국, 서울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 Institute 22nd Annual Conference

도현진(석사 16)

정보시스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재철(석사 17)

정보시스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지영(박사 16)

재무

양지호(석사 15)

매니지먼트

윤여홍(석사 17)

마케팅

한국, 서울

▍수상 실적
교수명

수상내용

수여기관

수상 연월

한국표준협회장

2017.1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2017년 우수강의교수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연세대학교 교무처

2018.02

한국경영과학회

2017.10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곽주영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논문공모 우수논문상

권구혁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김보경
김성문
김정동

29th Asian Finance Association

한국, 서울

노현탁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민순홍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박경민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한국전략경영학회

2017.04

박세열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2017년 우수강의교수
제7회 KRX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

연세대학교 교무처

2018.02

한국거래소

2017.11

2017년 우수강의교수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교무처

2018.0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연세대학교 교무처

2018.02

연세대학교 연구처

2018.02

강의우수교수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10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2017.09

임건신

초헌학술상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정동일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최순규

한국경영학회

2018.02

최원욱

Korea Business Review 우수논문상
2017-2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8.02

한재훈

재무·자본시장 부문 금융연구 우수논문상

금융학회

2017.06

허대식

2017-1학기 강의우수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7.08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한국광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강릉

전영복(석사 16)

정보시스템

2017 한국지능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전현준(석사 15)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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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사회활동

교수명
김동훈
김성문
서길수
손성규
이무원
이호근

임 일

장은미

▍도서출간 실적
교수명
김진우
박경민
박영렬
손성규
신동엽
신동엽
연강흠
이동진
이동진
이호영
임 일

기업/기관

직위
사외이사
자문교수
사외이사
공동의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자문위원
자문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정책자문위원
위원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위원
2016년 연구기관 평가단 평가위원
자문위원

아세아제지
한국소비자원
세아홀딩스
한국 SW·ICT 총연합회
제주항공
현대건설기계
데브시스터즈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민관자문회의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KT
AJ네트웍스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임기
2017.03-2019.02
2016.03-2018.12
2016.03-2019.03
2018.01-2018.12
2017.09-2019.09
2017.03-2019.03
2016.03-2019.03
2018.01-2018.12
2018.01-2018.12
2017.03-2019.03
2017.03-2020.03
2015.07-2018.03
2018.01-2019.01
2018.01-2020.01
2015.05-2019.05
2016.12-2017.04
2017.07-2018.06

성명
문두철
신진영

저역서명
미래(들)에 대한 희미한 단서, Fainted Clues to the Future(s)*
퍼펙트 체인지*
한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라:김우중의 끝나지 않은 도전 청년의 꿈 세계를 품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직각혁신이 답이다*
퍼펙트 체인지*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금융마케팅
Metrics of Subjective Well-Being: Limits and Improvements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경영자가 알아야 할) 4차 산업혁명 기업 전략

과제명
공공기관 타인자본비용과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
글로벌 금융시장 트렌드에 대응한 post-trade 산업 발전 방향

기관

상남경영원
경영연구소

회계
기랄 안드레스 Ph.D.(Univ. of Alcala, 2003)

정종암

Ph.D.(Yonsei Univ., 1982)

정종진

Ph.D.(Pusan Univ.,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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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기

Ph.D.(New York Univ., 1986)

문두철	Ph.D.(Baruch College, City Univ. of

김동훈

Ph.D.(Columbia Univ., 1989)

김병규

Ph.D.(Univ. of Pennsylvania, 2010)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 1992)

김영찬

Ph.D.(Univ. of Michigan, 1995)

윤대희

Ph.D.(Yale Univ., 2008)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 2004)

이경태	Ph.D.(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오세조

Ph.D.(Univ. of Cincinnati, 1987)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이호영

Ph.D.(Univ. of Oregon, 2000)

▍강의 전담 교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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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

D.B.A.(Harvard Univ., 1999)

매니지먼트 전공

임수빈

Ph.D.(Univ. of North Carolina, 2000)

최원욱

Ph.D.(Columbia Univ., 1993)

채연주

장대련

D.B.A.(Harvard Univ., 1986)

최정혜

Ph.D. (Univ.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곽주영

Ph.D.(MIT, 2008)

박영렬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

New York, 2001)

1992)

O.D.I
오퍼레이션 전공

Ph.D.(Yonsei Univ., 2011)

재무 전공
김소연

Ph.D.(Yonsei Univ., 2014)

김소정

Ph.D.(Yonsei Univ., 2014)

민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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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주

Ph.D.(MIT, 2009)

최선미

Ph.D.(Cornell Univ., 2001)

회계 전공

허대식

Ph.D.(Indiana Univ., 2001)

조은정

Ph.D.(Yonsei Univ., 2015)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YSB Leadership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마케팅
마케팅 전공

Champaign, 1993)
발행처명
(사)한국디자인학회
자의누리
한국경제신문
클라우드나인
매일경제신문사
자의누리
클라우드나인
박영사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클라우드나인
더메이커

공동저서

▍연구보고서

▍전임교수

직책
학장 겸 원장
부원장
교학부학장
기획부학장
석박사 주임교수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O.D.I 분야 주임교수
재무 분야 주임교수
회계 분야 주임교수
Global MBA 운영교수
Corporate MBA 운영교수(95기, 96기)
Finance MBA 운영교수
Executive MBA 운영교수(7기, 8기)
AMP 주임교수(83기, 84기)
학부 CLC 주임교수
원장
부원장
소장
부소장

과제 지원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교수
엄영호
임 일
허대식
이무원
손재열
김영찬
정동일
임건신
신현한
이호영
민순홍
손재열, 노현탁
한재훈
연강흠, 서길수
김영찬, 신현한
양정미
이동진
박경민
양혁승
박세범

Jersey, 2000)
최순규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Univ. of Texas at Austin, 1991)
김보경

Ph.D.(Univ. of Michigan, 2011)

김지현

Ph.D.(New York Univ., 2011)

노현탁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

정보시스템 전공
김승현

Ph.D.(Carnegie Mellon Univ., 2008)

서길수

Ph.D.(Indiana Univ.,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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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D.(Univ.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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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및 연구교수

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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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우

Ph.D.(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98)

김용환

Ph.D.(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95)

김은정

Ph.D.(Yonsei Univ., 2013)

경영과학 전공

Champaign, 2010)

김성문

Ph.D.(Univ. of Michigan, 2003)

박정민

Ph.D.(Yonsei Univ., 2009)

박경민

Ph.D.(INSEAD, 2005)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 1993)

박주연

Ph.D.(Yonsei Univ., 2005)

박헌준

Ph.D.(The Ohio State Univ., 1990)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 2001)

박현영

Ph.D.(Yonsei Univ., 2017)

신동엽

Ph.D.(Yale Univ., 1996)

서승범

Ph.D.(Northwestern Univ., 2014)

양경욱

Ph.D.(Yonsei Univ., 2015)

양혁승

Ph.D.(Univ. of Minnesota, 1998)

박선주

Ph.D.(Univ. of Michigan, 1999)

양정미

Ph.D.(Brown Univ.,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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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림

Ph.D.(Univ. of Paris1, 2010)

웨이마스한스 M.B.A(London Business Schoo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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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섭

Ph.D.(Yonsei Univ., 2017)

이무원

Ph.D.(Stanford Univ., 2003)

이호선

Ph.D.(Yonsei Univ., 2016)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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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훈

MBA(Univ. of Michigan, 1978)

이호욱

Ph.D.(Texas A&M Univ., 2002)

전경미

Ph.D.(Yonsei Univ., 2017)

장은미

Ph.D.(Univ. of Maryland, 1993)

최애리

Ph.D.(KAIST, 2018 예정)

Binghamton, 1997)

▍명예 및 퇴임교수

Ph.D.(Univ. of Pennsylvania, 1993)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김기영

Ph.D.(Washington Univ., 1975)

김인준

Ph.D.(Columbia Univ., 1985)

김준석

D.B.A.(Indiana Univ., 1982)

정동일	Ph.D.(State Univ. of New York at
정승화
재무
재무 전공
강기윤

Ph.D.(Washington Univ., 2017)

김태현

Ph.D.(Indiana Univ., 1986)

구본일

Ph.D.(Columbia Univ., 1988)

박상용

Ph.D.(New York Univ., 1984)

박세열

Ph.D.(Univ. of Georgia, 2014)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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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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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 1995)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 1978)

어준경

Ph.D.(Columbia Univ., 2014)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 1975)

엄영호

Ph.D.(New York Univ., 1996)

이기을

Ph.D.(Yonsei Univ., 1971)

연강흠

Ph.D.(Univ. of Pennsylvania, 1990)

이완수

D.B.A.(Univ. of Tennessee, 1981)

한재훈

Ph.D.(Columbia Univ., 2003)

임웅기	Ph.D.(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7)

보험 전공
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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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현

Ph.D.(Univ. of Michigan, 1976)

정종락

Ph.D.(Univ. of Pittsburgh, 1982)

최 홍

Ph.D.(Columbia Univ., 1992)

홍근표

Ph.D.(Yonsei Univ., 1999)

황선일

Ph.D.(Yonsei Uni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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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금
모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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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약정의 경우 단체 약정에 참여한 인원 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1.5억 원 / 김영진(경영 75)

이 기금은 김영진(경영 75) 동문의 후원에 힘입어 경영대학과 상경대학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두 대학은 상호 연구 협력을 통한 연세대학교의 연구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융복합연구기금

황선오(MBA 16)

이대표(MBA 16)

5백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재용(경영 83)

이법표(Mba 16)

김성찬(석사 98)

김영진(경영 75)

이종화(AMP 53기)

이영수(경영 72)

(재)한우리장학재단

AMP 82기

이영호(경영 97)

(재)함께일하는재단

▍발전 및 건축기금

AMP 총동창회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민순홍 교수

김준도(MBA 14)

김성용(MBA 16)

(재)송산 조두홍, 조시영장학회

5천만 원 이상

故 민경삼(경영 98)

JIN ZHENSHUN 학부모

신한카드(주)

김명준(경영 63)

이종달(경영 69)

AMP 83기

조재성(MBA 16)

1억 원 이상

신영수 명예교수

건축 및 발전기금

1%

4.12억 원 / 125명

37%

7%

24%

21%
약정액
기준

27%

29%

55%

ISSU

▍장학기금

EMBA 7기

참여인원
기준

1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송승철(경영 76)

1천만 원 이상

김낙호(MBA 16)

이두원(상학 58)

김신성(MBA 16)

김학윤(MBA 16)

(주)아모레퍼시픽

민천기(MBA 16)

신중호(경영 97)

■학부 ■AMP ■MB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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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학기금

10%

6.9천만 원 / 10명

30%
참여인원
기준
50%

49%

약정액
기준

39%

10%

조재성(MBA 16)

김영진(경영 75)

EMBA 7기

학교에서 베풀어주신 배려 덕분에 졸업하게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이 상호 연구 협력을

학업을 이어가면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안겨

되었습니다. 모교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 모

통해 훌륭한 융복합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준 모교가 지금처럼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교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10%

■학부 ■석박사 ■기업/기관 ■교수

김명준(경영 63)

Class Gift 기금

졸업 50주년 재상봉행사를 맞이하여 모교

1.1천만 원 / 271명

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32%
참여인원
기준

53%
61%

약정액
기준

40%

故 민경삼(경영 98)의 부친

YONSEI
SCHOOL OF
BUSINESS

을 받았기에 부모로서 학교에 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경영관 도너 월(Donor Wall)을
알게 되면서, 고인이 된 아들의 이름이 도너
다 생각하여 기탁하였습니다.

7%

■학부 ■석박사 ■MBA

재학 당시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 많은 도움

월에 올려지면 고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

7%

주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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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자 명단

약정액 및 참여인원

연구기금︱융복합 연구기금

Annual Report 2017

YSB Index 2017

송승철(경영 76)

동아리 ISSU

프랑스와 연관 있는 기업의 경영자로서 모

ISSU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뜻

교가 운영하는 프랑스 EDHEC 프로그램이

깊은 일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학비

연구

융복합 연구 후원 기금

더욱 활성화되고, 이들 학생들에게 조금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발전 및 건축

경영관 건축비 및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재원

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장학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기금

Class Gift

신입생 입학기념품 마련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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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원(경영 86)

김태옥(AMP 22기)

서가영(석사 13)

윤대희 교수

임용순(법학 85)

한영일(경제 66)

10구좌

권영대

김태정(경영 90)

서경훈(경영 94)

윤동일(경영 98)

임인순(경영 83)

한 유(상학 60)

강병천(경영 77)

권오국(AMP 65기)

김태환(MBA 07)

서민규(경영 82)

윤무영(경영 89)

임종건

한인철 교수

경정수(AMP 78기)

권태훈(경제 86)

김태환(경영 05)

서병휘(MBA 13)

윤문식 직원

장경득(AMP 66기)

한충섭(경영 88)

고종태(AMP 77기)

권형록(경영 90)

김필순(경제 66)

서태정(경영 90)

윤성업(경제 88)

장석조(경영 85)

한현주(석사 05)

구학서(경제 66)

권형주

김하운(경제 74)

석희병(경영 94)

윤안식(AMP 78기)

장순국(경영 83)

허과현(MBA 76)

김규명(경영 75)

권혜진(경영 93)

김학윤(MBA 16)

선우대롱(경영 81)

윤여천(경영 85)

장영현(경영 90)

허용석(경영 76)

김윤성(MB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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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자(상학 55)

AMP 65기

김학수(경영 71)

이홍기(AMP 47기)

경영 72학번 동기회

이갑재(경영 82)

권희전(경영 81)

김한준(경영 97)

성연문(생물 82)

윤왕호 직원

장유호(MBA 89)

허인철(경영 79)

남윤성(MBA 15)

신영수 교수

AMP 66기

나홍규(경영 85)

임건신 교수

경영 74학번 동기회

이경미

금갑운(경제 86)

김혁주(응통 81)

성용훈(경영 00)

윤창범(경영 91)

장지수(응통 86)

허찬회(경영 83)

·부인 김윤희

10억 원 이상

신희호(경영 77)

AMP 70기

노병용(경영 69)

임수빈 교수

경영 78학번 동기회

이경호(경영 82)

김경구(경영 92)

김 현(경제 95)

성원엽(경영 97)

윤형석(글로벌행정 09)

장현수(경제 84)

홍경희(MBA 06)

·자녀 남현식, 남아식

아모레퍼시픽

심계원(MBA 99)

AMP 71기

민순홍 교수

임영균(경영 74)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이영섭(경영 84)

김광수 직원

김형배(상학 66)

손상국(경영 94)

윤희목(경영 00)

전용환(경영 06)

홍득기(경영 87)

박영렬 교수

안교강(MBA 15)

AMP 72기

민천기(MBA 16)

임용빈(MBA 04)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이종달(경영 70)

김광원(MBA 83)

김혜일(경영 00)

손영삼(경영 89)

이강휘(경영 05)

전철희(경영 86)

홍석주(경영 85)

·부인 이민숙

양동훈(박사 01)

AMP 74기

박동출(AMP 50기)

장대련 교수

백양로포럼

이주삼(경영 83)

김낙호(MBA 16)

김호석(응통 87)

손영준(MBA 04)

이광열(경제원 88)

정기성(경제 05)

홍재호(MBA 70)

·자녀 박신욱, 박기동

1억 원 이상

양주현(MBA 77)

AMP 75기

박상용 교수

장 명 교수

상경대학 59학번 입학동창회

이태호(경영 81)

김대균(경영 87)

김희은(경영 99)

송갑호(MBA 95)

이규택(경영 72)

정기환(AMP 50기)

홍창희(경영 86)

·부모 박근효, 오영순

김영진(경영 75)

오재갑(AMP 52기)

AMP 76기

박영렬 교수

장은미 교수

상경대학 60학번 입학동창회

이희환(경영 79)

김도원(경영 04)

노성희(경영 84)

송인걸(경영 85)

이근식

정동학(상학 65)

황석연(경영 87)

·처부모 이해경, 안옥경

윤형근(경영 82)

AMP 77기

박영숙(경영 82)

전재훈(응통 75)

상학 62학번 동기회

임경화(MBA 08)

김동배(경영 73)

노유진(경영 08)

송재용

이근호 직원

정만원(경영 70)

황의용(화공 81)

·숙부 박근태(사학 73)

이강만(경영 74)

AMP 78기

박영진(경영 69)

전찬민(경영 86)

상학 64학번 동기회

임 일 교수

김동주(AMP 39기)

노진미(경영 02)

송종헌(MBA 03)

이기석(MBA 05)

정민지(경영 03)

황준호(경영 97)

·지도교수 Jean-Francois Hennart

100억 원 이상

이기을 교수

AMP 79기

박태관 학부모

전현철(경영 77)

서길수 교수연구실 동문

임주재(경영 72)

김명길(경영 83)

도헌수(경영 86)

송태연(경영 59)

이기성(경영 73)

정병수(경제 73)

(재)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박형건(경영 80)

서경배(경영 81)

이두원(상학 58)

AMP 81기

박헌준 교수

정길영(MBA 12)

교보문고

장덕흠(AMP 71기)

김범수 교수

라현주(경영 85)

송하장(경영 83)

이대표(MBA 16)

정성래(경영 84)

EMBA 4기 장학금수혜3인

설도원(박사 04)

이장희(경영 59)

AMP 83기

방일석(AMP 51기)

정대형(경영 86)

남극냉동

장석륭(경영 86)

김병규(MBA 11)

류승권(경영 85)

신봉철(AMP 59기)

이도경(경영 03)

정성원(경영 88)

MBA 52기

송승철(경영 76)

10억 원 이상

이재용(경영 83)

AMP 골프회

배기룡(경영 76)

정동기(경영 71)

선등문화장학재단

전성기(경영 85)

김병묵(경영 88)

문관형(경영 70)

신상인(MBA 87)

이도신(경영 92)

정성호(경영 91)

MBA 87기 야간통합과정

양동훈(박사 01)

김승제(MBA 07/AMP 50기)

이종화(AMP 53기)

EMBA 4기

배호원(경영 70)

정병철(상학 65)

연경장학회

정운섭(경영 87)

김병호(경제 93)

문인수(경영 84)

신숙정(MBA 05)

이명우(상학 67)

정성필(AMP 78기)

MBA 총동창회

이동우(MBA 15)

김영진(경영 75)

장정훈 교수

EMBA 5기

변기욱(MBA 04)

정성규(AMP 70기)

영신엠텍

정종모(MBA 71)

김봉기(경영 69)

문채형(MBA 02)

신승엽(MBA 06)

이법표(MBA 16)

정세연(경제 86)

YSB A/S 특강 참가자

·부인 고은숙

김정수(경영 69)

정구현 교수

EMBA 6기

서길수 교수

정세영(MBA 07)

조석연(경영 79)

김상엽(MBA 05)

민충식(경영 71)

신승일(경영 93)

이병극(AMP 39기)

정수원(경영 70)

경영 60학번 동기회

·자녀 이로사, 이채라

김효준(MBA 98)

정석주(상학 59)

EMBA 7기

서정민(MBA 13)

정연택(경영 69)

5백만 원 이상

조성만(경영 85)

김상운(경영 86)

박경준(MBA 09)

신승철(경영 90)

이복한(경영 92)

정연성(식생활 80)

상경대학 동창회

이병남(경영 82)

박삼구(경제 63)

조락교(경제 55)

경영 86학번 동기회

손성규 교수

조남준(경영 68)

고병순(경영 76)

조성우(경영 93)

김상호(경영 78)

박기웅(상학 60)

신승훈(경제 95)

이상규(경영 72)

정연중(경영 97)

연경산우회

정찬규(AMP 77기)

송영휘(MBA 04)

조용선(경제 58)

우리투자증권

손윤환(경영 78)

조재성(MBA 16)

김광오(경영 83)

최문호(경영 85)

김상훈(경제 91)

박기채(MBA 73)

신승훈(상학 65)

이상도(경영 87)

정영동(경영 84)

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부인 심혜영

이동준(MBA 78)

최도석(경영 70)

송문호(상학 68)

조재우(경영 86)

김규명(경영 75)

최정훈(경영 76)

김상희(MBA 09)

박미경(경영 98)

신의순 교수

이상진(응통 94)

정영주(AMP50기

대우가스보일러

·자녀 정준희, 정수인

이재범(AMP 56기)

황재광(MBA 01)

1천만 원 이상

신동엽 교수

조중래(MBA 12)

김동철(경영 84)

최종만 교수

김석현(경영 91)

박민희(경영 00)

신재승(경영 05)

이석연(경영 87)

정영한(경영 87)

동양종합금융증권

·다솜인터내셔널

AMP 73기

강성민(경영 77)

신성호(경영 79)

주인기 교수

김병환(경영 85)

최태균(경영 81)

김성배(경영 97)

박병욱(상학 66)

신종식(경영 70)

이수빈(경영 93)

정영호(응통 91)

명화네트

조웅기(경영 85)

5억 원 이상

AMP 총동창회

고한수(경영 70)

신용인(경영 70)

지대섭(경영 72)

김성수(MBA 70)

한현주(경영 81)

김세만(최고경제인과정 93)

박병채(MBA 05)

신중호(경영 97)

이수진(경영 98)

정우택(경제 59)

아이엑스엘

고병헌(경영 64)

EMBA 1기

구재범(AMP 58기)

신용한(경영 88)

지민호(경영 81)

김성진(경영 85)

홍성수(경영 79)

김송규(MBA 95)

박삼복(AMP 38기)

심충섭(식품공학 84)

이신호(MBA 05)

정정호(경제 67)

천호식품

9구좌

박지원(경영 84)

경영 79학번 동기회

권승화(경영 76)

신현한 교수

최선미 교수

김영현(경영 79)

홍태호(경영 81)

김수관

박상진(AMP 43기)

안상규(생물 01)

이영수(경영 72)

정주아(경영 03)

케이디파워

이서영(MBA 14)

송승철(경영 76)

경영 80학번 동기회

권승희(경영 70)

안병덕(경영 76)

최영수(경영 81)

김재훈(경영 83)

황병주(AMP 22기)

김순옥(MBA 03)

박성배(경영 92)

안상철(경제 87)

이영호(경영 97)

정주용(경제 70)

케이에스엠

심장식(경영 73)

경영 82학번 동기회

권혁조(경영 72)

안종현(경영 75)

최원욱 교수

김점표(경영 85)

황의진(MBA 03)

김승범(경영 67)

박성조(경영 90)

안정국(수학 89)

이영신(경영 87)

정찬구(MBA 01)

코스닥라인

8구좌

이문일(경영 86)

경영 84학번 동기회

김대영(MBA 06)

엄석종(MBA 14)

최응열(경제 77)

김정우(경영 82)

MBA 85대 이글

김승우(경영 86)

박순배(AMP 31기)

안종윤(AMP 53기)

이용구(경제 80)

정택진(경영 81)

한림마린서비스

권오국(AMP 65기)

이병무(경영 59)

경영 85학번 동기회

김도성(경영 75)

연강흠 교수

최흥식(경영 71)

김준석 교수

에스앤파트너스

김영만(MBA 94)

박아영(경영 05)

안태석(경영 99)

이용재(응통 84)

정희철(경영 85)

한림티앤씨

·부인 조선례

임부자(AMP 43기)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김동원

오광성(경영 71)

최희규(경영 83)

김태호(경영 84)

한국정보공학(주)

김영수(경영 70)

박용근(경영 90)

양희준(경영 97)

이원섭(경영 84)

조길용(AMP 13기)

한화투자증권

·자녀 권기훈

장홍선(경영 58)

김구재단

김동준(경제 83)

오세조 교수

한상학(경영 80)

남상환(경영 86)

김영숙 직원

박용익(경영 84)

연청흠(경영 86)

이은호(경영 05)

조석준(MBA 08)

국민은행

씨씨엠플라자

김동훈 교수

오영철(AMP 12기)

한찬희(경제 74)

문희성(경영 83)

5백만 원 미만

김영운(AMP 22기)

박유라(경영 98)

연치상(경영 98)

이장원(석사 07)

조성연(MBA 06)

김사성(경영 85)

오원석

허대식 교수

故 민경삼(경영 98)

가태영(응통 91)

김용석(경영 06)

박인식(MBA 13)

엄상용(경영 87)

이장화(MBA 07)

조성우

▍융복합 연구 기금

▍건축 및 발전 기금

▍120만 원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현창수(AMP 49기)
·부인 백경옥

3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김성문 교수

유상호(경영 78)

홍선주(경영 78)

박대준(경영 86)

강동호(경제 68)

김의경 직원

박인준(경영 03)

염기현(경영 75)

이종보(MBA 86)

조성출(경영 91)

구본걸(경영 76)

김명준(경영 63)

김성운(경영 69)

윤경식(경영 77)

황사용(MBA 13)

박미자 직원

강봉섭(경영 62)

김정주(경영 84)

박재형(석사 13)

오동규(경영 01)

이종윤(경영 88)

조영욱(경영 87)

권은영(경영 75)

김재환(AMP 33기)

김세환(경영 77)

윤안도(경영 72)

황선오(MBA 16)

박선주 교수

강성태(경영 92)

김종선(경영 85)

박정수(경영 97)

오세호(경영 98)

이준근(MBA 05)

조정환(MBA 16)

안용찬(경영 77)

김홍기(경영 75)

김순무(AMP 43기)

이규상(상학 68)

황의준(MBA 01)

박성래(경제 97)

강세기(정외 87)

김종수(경영 80)

박종수(경영 86)

오원석(경영 91)

이진범(경제 94)

진선근(경영 92)

25구좌

·부인 윤영자

이관식(경영 66)

성필호(경영 65)

김신성(MBA 16)

이길호(경영 83)

황일청(상학 50)

박성호(경영 88)

강 원(경영 82)

김종윤(경영 93)

박지만(경영 95)

오윤진(경영 00)

이진원(경영 85)

진용균(경영 69)

AMP 총동창회

·자녀 이준규, 이윤정, 이진경

故 임익순 교수 가족

임향순(AMP 30기)

김영주(AMP 63기)

이두철(AMP 38기)

AMP 49기

박용석 교수

강재성

김주홍(경영 98)

박진배 교수

오일선

이찬형(경영 69)

차현덕(경영 69)

한영재(경영 73)

전용배(AMP 34기)

김요대(경영 82)

이범교(MBA 11)

AMP 51기

방동원(AMP 53기)

강조원(경영 93)

김지수(경영 00)

박천택(경영 86)

오정인(경영 92)

이창주(경영 87)

채성수(MBA 13)

20구좌

경영 81학번 동기회

정원철(AMP 81기)

김용헌(경영 02)

이석구(경영 69)

AMP 52기

백상태(상학 67)

강충진(경영 70)

김지연(경영 11)

박혜성(경영 11)

오종진(경영 91)

이창현(경영 93)

최거헌(경영 97)

이성문(경영 77)

경영 83학번 동기회

정종진 교수

김윤회(경영 73)

이수호(경영 70)

AMP 60기

백창현(경영 85)

김만수(경영 77)

김지연(박사 14)

박희영(경영 87)

우덕기(경영 76)

이태우(경영 10)

최광룡(AMP 52기)

AMP 53기

김인준 교수

이응훈(MBA 93)

AMP 80기

서진석(경영 84)

故 김석기(AMP 31기)

김지영(경영 09)

방기홍(경영 96)

우영제(MBA 03)

이필수(MBA 01)

최금화(MBA 08)

16구좌

·부인 정부선

1억 원 이상

AMP 54기

김재후(상학 67)

이재욱(경영 86)

AMP 82기

손원범(경영 84)

고광수(경영 81)

김진석(MBA 98)

배병찬(경영 92)

원제철(AMP 47기)

이학렬(경영 72)

최병우(경영 61)

이홍기(AMP 47기)

·자녀 고다혜, 고승환

김법용(AMP 77기)

AMP 55기

김정동 교수

이정선(경영 81)

EMBA 2기

신문선(경영 76)

고성진(경영 91)

김진영(박사 94)

배영표(AMP 53기)

위진오(경영 86)

이해원(MBA 05)

최병해(경영 94)

김선영

AMP 56기

김종태(경영 78)

이정익(AMP 22기)

EMBA 3기

신태용(MBA 08)

고인재(영문 87)

김진유(MBA 96)

배운환(경영 88)

유병삼 교수

이현로(경영 65)

최승준(정경대학원 07)

15구좌

·부인 김현지

김영숙(AMP 55기)

AMP 57기

김준도(MBA 14)

이정재(산업최고위과정 87)

GMT(Global Management Track)

양일수(경영 82)

고재진(경영 10)

김진형(경영 98)

배환모(경영 86)

유정근(MBA 78)

임근구(경영 86)

최영준(상학 64)

하태석(AMP 63기)

·자녀 구연희

김진우(MBA 15)

AMP 58기

김진우 교수

이정조(경영 73)

MBA 81대 총원우회

오동익(경영 83)

구본탁(MBA 13)

김진호(경영 90)

백기범 직원

유종욱(경영 97)

임병훈(경영 86)

최인우(MBA 00)

·자녀 하상수

·부모 구달서, 이부자

남궁덕(AMP 57기)

AMP 61기

김진홍(경영 77)

이지만 교수

MBA 85대 총원우회

오일환(응통 76)

구요한(건축 97)

김창수 교수

백승원(경영 92)

유준범(경영 04)

임복순(경영 75)

최일명(경영 96)

서정락(MBA 03)

AMP 62기

김태암(AMP 63기)

이창훈(경영 75)

경영 61학번 동기회

유재흥(경영 73)

구자경(수학 96)

김태곤

백종필(경제 87)

유초영(불문 83)

임소연(경영 98)

최재범(경영 90)

12구좌

권응구(경영 65)

선종구(경영 68)

AMP 63기

김태우(경영 87)

이호근 교수

경영 64학번 동기회

유한상(경영 64)

구진형(수학 95)

김태균(경영 79)

변기섭(MBA 06)

유형종(경영 80)

임수진(경영 92)

추연욱(경영 93)

김대열(경영 75)

김상진(경영 76)

손영식(AMP 17기)

AMP 64기

김태현 교수

이호영 교수

경영 69학번 동기회

윤용암(경영 75)

구학서(경제 66)

김태성(경영 89)

변상호(경영 91)

유홍서(경영 98)

임양록(경영 91)

한상현(경영 88)

·자녀 김민지(경영 05)

김성찬(MBA 15)

26구좌

6구좌

김준도(MBA 14)

김창수(경영 81)
이정익(AMP 22기)

·사위 김영석
5구좌
고재희(AMP 64기)

구대회(경영 99)

권승화(경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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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MBA 15)

이준영(MBA 13)

이승순(석사 06)

고길석(경영 73)

김대균(경영 87)

김세래(경영 00)

김재국 학부모

김태정(경영 77)

리은경(경영 09)

박수빈(경영 09)

박희춘(경영 79)

손채문(경영 10)

심재혁(상학 65)

오 위(석사 14)

박동희(AMP 78기)

·자녀 이은경, 이현경

·부인 진보영

고민정(박사 08)

김대희(경영 76)

김세영(경영 66)

김재요(경영 80)

김태조(상학 61)

문경신(MBA 09)

박수진(경영 03)

방기석(경제 78)

송기홍(경영 84)

심중섭(경영 61)

오재갑(MBA 05)

박영인(경영 72)

임주재(경영 72)

이장화(MBA 07)

고병헌(경영 64)

김덕산(경영 02)

김세윤(경영 14)

김재호(경영 82)

김태준(경영 10)

문병선(경영 86)

박순배(AMP 31기)

방동환(경영 01)

송문호(경영 69)

심충섭(식품공학 84)

오재영(경영 82)

변기욱(MBA 04)

장경득(AMP 66기)

이재선(AMP 68기)

고양중(경영 02)

김덕수(경영 84)

김세진(경영 74)

김점표(경영 85)

김태준(경제 05)

문석진(경영 74)

박승안(경영 84)

방현준(경영 05)

송보미(경영 02)

심태섭(경영 79)

오종곡(상학 63)

·자녀 변준성, 변준영

정예림 교수

이재용(경영 83)

고연기(경영 93)

김도성(경영 75)

김세환(경영 77)

김정국(경영 83)

김태현 교수

문승동(MBA 90)

박승철(경영 92)

배규태(경영 83)

송석진(경영 79)

심태호(경영 92)

오종진(경영 91)

변희경(MBA 14)

·부 정창현

이재진(경영 13)

고은봉(경영 66)

김도연(박사 06)

김수길(경영 74)

김정근(경영 94)

김태환(상학 52)

문승석(경영 88)

박연우(경영 13)

배상현(MBA 99)

송성용(경영 78)

심후성(AMP 78기)

오종현(경영 85)

손영식(AMP 17기)

·이모 박민숙

·모 최영희

고은선 직원

김도연(경영 14)

김수연(박사 13)

김정기(경영 04)

김필수(경영 05)

문종일

박영남(MBA 11)

배성주 교수

송용완(경영 79)

안관석(경영 67)

오치훈(경영 94)

·부인 이순자

차승훈(경영 82)

이준환(경영 11)

고인홍(MBA 12)

김동배(경영 73)

김수정(MBA 11)

김정동 교수

김학렬(경제 70)

문종진(경영 75)

박영암(경영 80)

배종회(경영 68)

송윤미(경영 02)

안광원(AMP 18기)

옥지웅(석사 07)

·자녀 손대협, 손정옥, 손주연

차재권(MBA 13)

이철형(경영 01)

고일상(경영 80)

김동석(경영 78)

김수호(MBA 11)

김정림(영어영문 83)

김학수(경영 71)

민경춘(경영 72)

박영웅(경영 87)

배준현(컴퓨터공학 04)

송윤아(박사 05)

안교림(경영 83)

왕선정(MBA 09)

우덕기(경영 76)

·자녀 차지희, 차지민

·부인 이주연(경영 01)

고제인(AMP 78기)

김동성(경영 79)

김순규(상학 64)

김정완(경영 63)

김학수(상학 56)

민동준 학부모

박영진(경영 69)

배호원(경영 70)

송인걸(경영 85)

안다연(경영 02)

우승현(경영 14)

윤대인(MBA 14)

최순규 교수

임봉희(AMP 52기)

고진훈(경영 82)

김동수(경제 55)

김숭진(MBA 95)

김정주(후원인)

김학진 교수

민병운(MBA 13)

박용근(경영 90)

백민철(경영 09)

송인수(경영 83)

안병덕(경영 76)

원석재(AMP 70기)

·부인 구수진

·부인 함영미

임부자(AMP 43기)

고현진(경영 04)

김동욱(MBA 11)

김승제(AMP 50기)

김정화(경영 92)

김해룡(경영 89)

민성환(경영 06)

박용석 교수

백봉학(상학 65)

송 자(상학 55)

안상규(MBA 08)

원성우(MBA 14)

·자녀 윤서영, 윤승민, 윤형민

·자녀 최성민

·남편 박종인

곽대웅(경영 83)

김동진(경영 80)

김승필(AMP 77기)

김제박(AMP 78기)

김현국(경영 07)

민순홍 교수

박용준(경영 75)

백상진(경영 69)

송재혁(경영 03)

안선모(경영 69)

원종구(MBA 95)

이경록(MBA 14)

최호식(MBA 06)

임수빈 교수

곽주영 교수

김동진(경영 83)

김승현 교수

김종길(경영 73)

김현정 직원

민영우(상학 64)

박용평 직원

백영철 학부모

송정선(경영 89)

안승환(경영 86)

원종철(AMP 47기)

·부인 손나리

·부모 최영열, 권기연

·부인 김수원(식품영양 90)

곽지영(박사 04)

김동현(경영 05)

김승환(경영 88)

김종배(경영 80)

김현중(경영 91)

민지홍(경영 82)

박원규(경영 67)

백유진-김호준 부부(석박통합 12)

송정우(경영 91)

안영빈(경제 97)

위진오(경영 86)

·자녀 이원재, 이민재

한상덕(경영 69)

쟈니덤플링(응통 86)

곽한결(경영 05)

김동훈(경영 73)

김승훈(경영 93)

김종서(경영 07)

김형국(경영 77)

민충식(경영 71)

박원희(경영 66)

백인규(경영 87)

송주현(경영 05)

안우철(경영 99)

유금영(경영 58)

정기범(MBA 13)

곽형선

김동희(경제 52)

김신영(박사 12)

김종신(경영 82)

김형기(경영 92)

민치성(석사 99)

박은경(경영 00)

백종한(AMP 72기)

송진헌(MBA 11)

안재현(경영 99)

유민석(경영 07)

이주섭(AMP 66기)
·자녀 이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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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송경주(의류환경 93)

구대환(AMP 59기)

김동희(상학 56)

김연봉(경영 88)

김종오(MBA 72)

김형욱(경영 65)

민현주(석사 10)

박재관(경영 90)

변기섭(MBA 06)

송창훈(교육 07)

안정태(경영 83)

유병문(경영 90)

장덕흠(AMP 71기)

강의철(경영 02)

정수원(경영 70)

구본창(경영 71)

김두헌(경영 10)

김연의(MBA 15)

김주완(AMP 49기)

김형중(MBA 14)

박경민 교수

박재균(경영 97)

변영훈(경영 88)

송태연(경영 59)

안종만(응통 67)

유인상(경영 88)

장 명(경제 67)

·부인 김경진(경영 05)

정연택(경영 88)

구재상(경영 83)

김두홍(경영 83)

김영민(MBA 96)

김주현(경영 69)

김형찬(경영 94)

박경준(MBA 09)

박재영(경영 99)

변윤상(MBA 11)

송한은(경영 75)

안종섭(경영 03)

유재영(경영 05)

최상기(MBA 15)

강일송(AMP 78기)

·부인 문희

구현모(경영 11)

김록형(경영 08)

김영민(석박통합 12)

김준석 교수

김호용(경영 63)

박광국(경영 73)

박재한(경영 06)

변정수(상학 64)

송훈희(경영 07)

안종원(경영 67)

유재준(경영 06)

구호림(경영 82)

정정인 직원

권경환(경영 69)

김만동(경영 81)

김영범(경영 84)

김준원(AMP 78기)

김홍기(경영 75)

박광서(박사 09)

박재현(경영 10)

변주열(AMP 71기)

신동관(AMP 42기)

안종현(경영 75)

유재호(경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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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구주형

·자녀 최지혜

권구혁 교수

김만수(경영 77)

김영수(경영 70)

김준원(경영 93)

김홍석(MBA 06)

박광우(경영 84)

박정민(경영 93)

변준영(경영 88)

신동기(경영 79)

안지현 직원

유준범(경영 04)

강승렬(경영 83)

김광수 직원

정종진 교수

권국주(경영 64)

김명규(경영 85)

김영익(경영 10)

김준하(경영 99)

김홍식(경영 65)

박광춘(경영 84)

박정서(경영 82)

변진호(경영 83)

신동민(경영 14)

안창일(경영 87)

유지홍(경영 69)

김두열(AMP 65기)

김동훈 교수

정현호(경영 78)

권기찬(MBA 99)

김명준(경영 63)

김영일(경영 59)

김중성(경영 63)

김효중(경영 69)

박규홍(경영 83)

박정언(경영 12)

변 탁(MBA 84)

신동성(경영 69)

안치용(MBA 14)

유창조(경영 77)

김상희(MBA 09)

·자녀 김희선

차재호(경영 74)

권성문(경영 81)

김명철(경영 80)

김영준(경영 75)

김지동(경영 01)

김흥진(AMP 48기)

박기범(석박통합 14)

박정현(경영 12)

서경배(경영 81)

신동엽 교수

양대섭(경영 69)

유하일(경영 69)

김윤회(AMP 59기)

김명환(MBA 84)

최 은(AMP 54기)

권승희(경영 70)

김명한(MBA 01)

김영진(경영 75)

김지수(MBA 09)

김희동(경영 03)

박기완(경영 76)

박정훈(경영 91)

서동우(경영 91)

신명구(AMP 76기)

양덕우(경영 00)

유해성(경영 78)

·부인 김영미

김병우(AMP 77기)

최선미 교수

권재석(상학 66)

김민석(경영 74)

김영찬 교수

김지안(MBA 13)

김희명(MBA 13)

박기현(경영 94)

박종구(경영 79)

서동욱(경영 71)

신무범(경영 63)

양승운(경영 03)

유현규(경영 66)

·자녀 김태현, 김태우

김봉숙(MBA 14)

·남편 김상근

권지훈(AMP 78기)

김민정(경영 09)

김영천(AMP 78기)

김지영(박사 11)

나성준(경제 08)

박길우(경영 90)

박종목(경영 75)

서묘정(경영 15)

신무현(AMP 51기)

양승학(MBA 00)

유형석(경영 14)

김재일(MBA 13)

·남편 소환순

최예지(경영 09)

권혁무(상학 63)

김민지(경영 04)

김영태(경영 96)

김지원(경영 93)

나우석(석사 00)

박노승(경영 75)

박종성(경영 85)

서백영(경영 93)

신문영(상학 67)

양인규(경영 76)

유홍덕(경영 68)

·부인 원진순

김성원(MBA 02)

·부 최윤건

금정호(경영 84)

김범준(경영 12)

김영현(경영 78)

김지은(AMP 78기)

나우주(응통 82)

박대순(경영 78)

박종수(AMP 52기)

서상욱(경영 90)

신민영(MBA 11)

양재담(경영 76)

유희윤(경영 84)

·자녀 김반디(식품영양 99)

김세호(석사 04)

한승기(AMP 66기)

금중갑(상학 65)

김병근(MBA 06)

김영호(AMP 60기)

김지현 교수

나원주(경영 08)

박대준(경영 86)

박종천(경영 78)

서신덕(경영 60)

신성호(경영 79)

양정미 교수

육근만(경영 73)

·사위 연승환(경영 99)

·부인 신혜선(석사 07)

황사용(MBA 13)

기대웅(경영 91)

김병묵(경영 88)

김용구(경영 64)

김지홍 교수

나원찬(경영 77)

박명규(경영 79)

박종환(MBA 80)

서영환(경영 69)

신세영 직원

양태운(MBA 77)

육창환(경영 09)

김주환(MBA 13)

김수연(박사 13)

김 황(석사 04)

김병배(경영 70)

김용록(경영 63)

김진구(AMP 73기)

나원태(경영 11)

박문희(AMP 78기)

박종희(경영 74)

서요원(경영 64)

신수용(경영 79)

양혁승 교수

윤강훈(경영 84)

박상용(석사 11)

·모 정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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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경영 73)

김병순(경영 70)

김용배(경영 85)

김진규(MBA 13)

남경태 학부모

박미순 학부모

박주경(MBA 15)

서윤지(경영 07)

신승철(경영 90)

양홍규(경영 83)

윤경식(경영 77)

·부모 박윤순, 한현자

김승우(MBA 96)

감덕식(경영 92)

김 훈(경영 84)

김상곤(상학 64)

김용선(경영 77)

김진성(경영 75)

남명우(경영 90)

박민규(경제 90)

박주규(AMP 72기)

서정락(MBA 03)

신승훈(상학 65)

엄기출(경영 93)

윤기연(경영 86)

·매 박지영

김임환(MBA 13)

강영철(경영 92)

김건수(경영 85)

김상돈(경영 83)

김용수(MBA 03)

김진우 교수

남상만(경영 69)

박범구(경영 68)

박주언(경영 96)

서정민(MBA 13)

신 완(상학 63)

엄달현(경영 71)

윤기중 교수

손영근(AMP 73기)

·자녀 김태은

강 원(경영 82)

김건하(경영 82)

김상운(경영 86)

김용운(AMP 78기)

김진원(경영 93)

남상민(경영 92)

박병욱(상학 66)

박준범(경영 02)

서종호(AMP 78기)

신용화 학부모

엄수진(경영 04)

윤남희 직원

·부인 문미희

김제성(MBA 86)

강다원(경영 11)

김경구(경영 92)

김상준 교수

김용원(경영 81)

김진태(상학 59)

남상직(MBA 12)

박보미(경영 07)

박준석(경영 92)

서진석(경영 84)

신원준(경영 87)

엄재원(경영 87)

윤대희 교수

·자녀 손세웅, 손세준

김제세(AMP 78기)

강동훈(경영 83)

김경순(AMP 77기)

김상진(AMP 78기)

김용정(상학 63)

김진해(AMP 77기)

남상호(경제 08)

박상규(경영 77)

박준영(AMP 78기)

서창우(경영 78)

신재승(경영 05)

엄태진 직원

윤만호(경영 74)

이종달(경영 69)

김주한(AMP 78기)

강모정(경영 07)

김경완(경영 93)

김상헌(경영 82)

김우성 직원

김진호(경영 69)

남성은(경영 06)

박상언(MBA 09)

박준현 직원

서치원(경영 11)

신재헌(경영 03)

엄태호(경영 87)

윤미숙(석사 06)

익 명(경영 93)

김화중(경영 76)

강봉섭(경영 62)

김경찬(박사 94)

김상호(경영 87)

김웅한(경영 81)

김진호(경영 83)

남 윤(경영 10)

박상용 교수

박중길(경영 83)

서현택(경영 88)

신종식(경영 70)

엄태희(MBA 14)

윤보현(경영 75)

정성택(AMP 67기)

박인호(MBA 89)

강상욱(경영 89)

김경창(경영 83)

김석현(경영 91)

김유승(경영 96)

김진호(경영 90)

남인봉(경영 86)

박상욱(경영 91)

박지숙(문헌정보 83)

석명기(경영 89)

신중호(경영 97)

연강흠 교수

윤상근(MBA 03)

백기범(MBA 97)

강석진(경영 06)

김경하(경영 02)

김선숙(MBA 06)

김유진(경영 09)

김진홍(경영 79)

남진호(MBA 95)

박상원(경영 88)

박지웅(경영 11)

선동지(MBA 14)

신진영 교수

염규현(경영 02)

윤상우(경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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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욱(경영 76)

강석희(MBA 14)

김경현(경영 12)

김선애(경제 07)

김윤희(경영 91)

김찬귀(경영 77)

노병용(경영 69)

박상은(경영 89)

박진호(경영 83)

선우영석(경영 63)

신태용(MBA 08)

염승섭(경영 83)

윤서희(경영 06)

김상기(경영 69)

·부인 김은숙

강성룡(경영 71)

김경희(경영 04)

김선주(경영 03)

김율리(경영 93)

김찬석(경영 09)

노석진(MBA 12)

박상진(AMP 43기)

박창언(경영 75)

설진영(경영 82)

신택수(경영 88)

오광성(경영 71)

윤석영(경영 83)

김상연(AMP 77기)

백창현(경영 85)

강성암(경영 80)

김관호(경영 78)

김선현(경영 80)

김은경(MBA 14)

김창도(박사 99)

노성수(AMP 73기)

박상현(경영 82)

박창호(경영 79)

성낙성(경영 65)

신해용(경영 69)

오기호(경영 83)

윤석원(경영 82)

김종근(경영 69)

송상철(경영 92)

강세영(경영 71)

김광수(MBA 13)

김성기(MBA 87)

김은우(경영 06)

김창성(상학 64)

노의열(경영 69)

박선배(경영 73)

박천서(경영 70)

성정은(경영 04)

신현수(MBA 13)

오동익(경영 83)

윤석진(경영 87)

김창권(AMP 77기)

안강현 교수

강세종(경영 87)

김광오(경영 83)

김성래(경영 86)

김은주(AMP 73기)

김창현(경영 91)

노장호(상학 52)

박선영(경영 04)

박태근(경영 81)

성지호 학부모

신호철(MBA 14)

오명철 학부모

윤성일(경영 76)

백우석(경영 71)

엄석종(MBA 14)

강승수(경영 91)

김광우(경영 73)

김성문 교수

김의경 직원

김채전(경영 70)

노재명(경영 76)

박선주 교수

박태원(경영 69)

셀렝게(경영 07)

신흥식(경영 69)

오무경(경영 83)

윤세준 교수

송성호(AMP 77기)

·자녀 엄태경

강승완(경영 88)

김규복(경영 09)

김성민(경영 87)

김익찬(경영 72)

김철원(경영 87)

노재용(경영 96)

박설우(석박통합 12)

박태원(경영 84)

소원영(MBA 06)

신희호(경영 77)

오세규(MBA 11)

윤여철(경영 72)

안택수(상학 60)

오태환(MBA 69)

강윤구(경영 88)

김근수(경영 79)

김성수(상학 55)

김인구(경영 70)

김철희(AMP 76기)

노전표(경영 78)

박성래(경제 77)

박헌준 교수

소재환(경영 70)

심광일(AMP 53기)

오세조 교수

윤영수(경영 82)

·자녀 안소은(체교 92)

유상호(경영 78)

강윤석(경영 83)

김기민(경영 85)

김성용(MBA 16)

김인숙 직원

김충한(AMP 28기)

노현탁 교수

박성배(경영 92)

박현훈(MBA 13)

손민선(석사 01)

심규현(AMP 78기)

오세철 교수

윤영주 직원

·사위 차창훈(정외 85)

유희동(상학 64)

강정일(상학 62)

김기원(경영 67)

김성욱(경영 75)

김인오(경영 64)

김치걸(경영 73)

도헌수(경영 86)

박성수(경영 04)

박형민(경영 05)

손성규 교수

심동욱(경영 80)

오승원(경영 83)

윤장용(경영 88)

원제철(AMP 47기)

·부인 김동숙(상학 64)

강춘원(AMP 78기)

김기준 직원

김성운(경영 69)

김일수(MBA 14)

김태균(MBA 79)

류근선(MBA 11)

박성오(경영 75)

박형준(경영 79)

손영준(MBA 04)

심명규(경영 09)

오승준(경영 03)

윤재성(경영 75)

이 윤(AMP 77기)

윤정호(경영 69)

강태욱(경영 83)

김기한(경영 78)

김성은(MBA 06)

김일우(경영 04)

김태동(경영 88)

류성무(경영 92)

박성조(경영 90)

박혜영(경영 75)

손용민(박사 95)

심상준(경영 73)

오영석(경영 94)

윤종만(경영 74)

이일규(경영 59)

이강남(MBA 12)

강호찬(경영 95)

김길수(경영 79)

김성은(MBA 74)

김일운(경영 69)

김태성(경영 89)

류승권 (경영 85)

박성호(경영 88)

박홍득(AMP 61기)

손재열 교수

심상학(경영 91)

오영식(경영 77)

윤종철(경영 87)

이재익(경영 69)

·부인 최지선(심리 84)

강효원(경영 13)

김길주(MBA 13)

김성천(경영 95)

김일윤(MBA 11)

김태성(경제 11)

류재영(경영 90)

박세범 교수

박흥서(MBA 84)

손정민(박사 01)

심상형(MBA 97)

오원정(박사 00)

윤태순(경영 69)

이종수(경영 69)

이덕연(AMP 78기)

경규학 교수

김남권(경영 76)

김성택(경영 78)

김장호(AMP 48기)

김태승(MBA 10)

류춘길(MBA 15)

박세열(경영 99)

박흥세(체교 83)

손중배(경영 78)

심승재(MBA 06)

오유정(경영 07)

윤형근(경영 85)

이종화(AMP 53기)

이두원(경영 83)

경영대학 국제협력실

김내영(경영 65)

김성호(경영 87)

김재관(경영 63)

김태영(경영 10)

류하영(경영 15)

박세웅(석사 98)

박희영(경영 87)

손진영(경영 07)

심용석(AMP 76기)

오윤숙(박사 10)

은승완(경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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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상학 61)

이상국(경영 69)

이인기(경영 14)

이호욱 교수

정기호(경영 79)

조수경(경영 99)

최현정-황아랍선 부부(경영 03)

홍유빈(경영 07)

김용운(AMP 16기)

장금상선

외환펀드서비스

김민지(경영 04)

이호원(경영 03)

정슬기(석사 08)

이가림(박사 10)

이상남(경영 68)

이장열(경영 68)

이환철(경영 95)

정길영(MBA 12)

조용우(경영 75)

최형석(경영 92)

홍윤지(경영 10)

김창수(경영 81)

천일서암장학재단

티켓몬스터

김민지(경영 04)

이홍열(경영 03)

정승원(석사 09)

이강만(경영 74)

이상도(경영 87)

이장희(경영 59)

이희수 교수

정대영(경영 04)

조용진(MBA 10)

최홍준(경영 11)

홍종국(경영 77)

김학수(경영 71)

코오롱글로벌

하나SK카드

김범준(경영 02)

이황신(경영 04)

조경엽(박사 01)

이강석(경영 85)

이상목(MBA 79)

이재규(경영 84)

이희옥 학부모

정동일 교수

조윤경(경영 05)

최흥식(경영 71)

홍지은(MBA 11)

라제훈(경영 69)

코오롱인더스트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범(경영 04)

이훈성(경영 04)

채연주(박사 04)

이강섭(경영 83)

이상목(경영 88)

이재능(경영 76)

이희정(경영 71)

정동훈(경영 88)

조인기

최희규(경영 83)

홍태호(경영 81)

서창우(경영 78)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하나금융지주

김수정(경영 06)

이힘찬(경영 04)

황미진(박사 05)

이강원(경영 77)

이상무(MBA 07)

이재모(경영 84)

인치정(경영 79)

정두영(경영 69)

조정제(경영 77)

추경호(AMP 78기)

황병주(AMP 22기)

손석우(경영 83)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하나다올신탁

김영익(경영 03)

임동섭(경영 04)

황용희(박사 04)

이경선(경영 02)

이상철(경영 87)

이재석(경영 86)

임건신 교수

정미영 학부모

조정현(의학 74)

추승문(경영 76)

황석연(경영 87)

신용한(경영 88)

패션그룹형지

하나다올자산운용

김영준(경영 05)

임승혁(경영 04)

이경하(경영 78)

이상현(경영 81)

이재영 교수

임경화(MBA 08)

정민경(경영 10)

조주현(경영 94)

탁연택(상과 42)

황성경(MBA 14)

송승철(경영 76)

포스코경영연구소

하나대투증권

김용석(경영 06)

임영롱(경영 04)

MBA 09

이경호(경영 73)

이상현(상학 67)

이재은(MBA 11)

임국원(MBA 76)

정민영(경영 11)

조창호(경영 89)

편무현(MBA 13)

황성호(경영 83)

안용찬(경영 77)

하이드로젠파워

하나생명

김욱렬(경영 03)

임현정(경영 04)

Ariunbold Gombojav

이경훈(상학 63)

이석구(경영 69)

이재은(박사 07)

임근구(경영 86)

정병국(MBA 04)

조치훈(경영 09)

표미선(AMP 78기)

황원근(MBA 13)

오광성(경영 71)

하이마트

하나아이앤에스

김윤진(경영 06)

장수한(경영 06)

강민정

이경희(경영 03)

이석근(경영 76)

이재익(경영 69)

임달재(상학 56)

정병모(경영 69)

조필숙(경영 00)

하덕팔(MBA 89)

황유경(경영 14)

이경미 교수

한국산업은행

하나저축은행

김은용(경영 04)

장재헌(경영 03)

강민정

이광우(경영 70)

이석진(경영 76)

이재찬(경영 79)

임동수(MBA 09)

정삼선(경영 91)

조한진(경영 05)

하상수(AMP 78기)

황윤성(석사 14)

이두철(AMP 38기)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캐피탈

김은우(경영 06)

장한나(경영 05)

강선자

이광주(경영 67)

이선우(경영 15)

이재찬(상학 67)

임병훈(경영 86)

정석곤(경영 69)

조희곤(경영 09)

하연찬(경영 77)

황은미(MBA 02)

이재익(경영 69)

한우리장학재단

ING생명보험

김인애(경영 04)

정다운(경영 03)

강현명

이광철 학부모

이선효(경영 76)

이재철(경영 14)

임세근(경영 61)

정석영(경영 83)

주인기 교수

하찬호(MBA 04)

故 황일청(상학 50)

이정익(AMP 22기)

한일재단

김일우(경영 04)

정상용(경영 05)

고형석

이광호(경영 61)

이성재(MBA 06)

이재호(경영 79)

임송대(경영 86)

정석준(경영 82)

주재진(경영 81)

한국현(경영 69)

황재광(MBA 01)

장홍선(경영 58)

현대증권

김재혁(경영 03)

정선오(경영 05)

권윤선

이국현(경영 89)

이성재(경영 93)

이전갑(경영 66)

임숙현(MBA 13)

정세린(경영 04)

주정태(MBA 08)

한만경(MBA 05)

황재훈(경영 81)

전찬민(경영 86)

1억 원 이상

김진우(경영 06)

정지수(경영 05)

권정민

이규홍(경영 85)

이성훈(경영 79)

이정규(경영 79)

임용순(법학 85)

정수원(경영 76)

주진철(경영 86)

한미경 직원

황정수 직원

정용화(경영 66)

5백만 원 이상

삼일회계법인

김철웅(경영 03)

조경호(경영 03)

금우현

이규화(경영 94)

이세훈(경영 83)

이정기(MBA 93)

임 일 교수

정영우(상학 64)

지민호(경영 81)

한봉수(경영 79)

황정원(MBA 01)

조우제(경영 94)

김경휘(경영 83)

김택균(경영 03)

조성제(경영 05)

김경훈

이근호 직원

이수연(경영 72)

이정수(경영 60)

임일순(경영 83)

정영한(경영 85)

지상돈(경영 78)

한상신(경영 61)

황한택(경영 67)

조재우

박재돈(AMP 53기)

5백만 원 미만

김현선(경영 05)

주선경(경영 03)

김규진

이기주(경영 71)

이승렬(경영 69)

이정원(경영 14)

임재동(경영 71)

정용화(경영 66)

지상현(경영 00)

한상진(경영 83)

황화숙(상학 63)

한영재(경영 73)

박천택(경영 86)

이종은(경영 87)

김형규(경영 04)

진두환(경영 04)

김기해

이기환(경영 02)

이승배(MBA 15)

이정조(경영 73)

임재만(경영 82)

정원식(경영 77)

지신상(경영 75)

한상현(경영 88)

Jin Zhenshun 학부모

한태식(경영 61)

송 자(상학 55)

노우성(경영 03)

진시몬(경영 07)

김기현

이길우(경영 02)

이승연 교수

이정주(경영 74)

임재섭(MBA 13)

정의웅(경영 63)

진성백(경영 92)

한세웅(MBA 11)

Kenneth Hansen

황병주(AMP 22기)

신현한 교수

민경실(경영 06)

차문수(경영 01)

김기호

이길우(경영 83)

이승은(경영 10)

이정환 학부모

임재헌(경영 83)

정이숙(신문방송 83)

진수황(경영 11)

한승진(경영 03)

㈜신디

AMP 53기

이종화(AMP 53기)

민윤홍(경영 02)

차우석(경영 04)

김나리

이길호(경영 83)

이승일(상학 64)

이정훈(경영 91)

임종만(AMP 77기)

정일영(경영 76)

진용균(경영 69)

한신규(경영 83)

AMP 54기

AMP 52기

1천만 원 이상

박경홍(경영 03)

차은경(경영 06)

김남기

이나경(MBA 14)

이승준(AMP 78기)

이정훈(경제 92)

임종환(경영 78)

정재영(경영 95)

진형보(경영 80)

한영재(경영 73)

AMP 55기

AMP 70기

최순규 교수

박래현(경영 03)

최성욱(경영 05)

김대현

이대영(경영 13)

이승철(경영 85)

이정희(경제 55)

임춘수(경영 81)

정재훈(MBA 05)

차기섭 직원

한우림(경영 14)

5억 원 이상

AMP 56기

AMP 71기

노키아

박승환(경영 04)

최수희(경영 06)

김도균

이대형(경영 98)

이승하(경영 76)

이제훈(경영 79)

임훈규(AMP 78기)

정재훈 직원

차태섭(AMP 73기)

한정호(경영 03)

심장식(경영 73)

AMP 57기

AMP 72기

박영진(경영 01)

최 신(경영 02)

김동길

이도신(경영 92)

이승현(경영 81)

이종명(경영 86)

장근성(MBA 90)

정재훈

채규칠(AMP 78기)

한정훈(경영 06)

연경장학회

AMP 골프회

AMP 총동창회

5백만 원 이상

박정민(경영 06)

최영우(경영 02)

김미완

이동욱(경영 83)

이승훈(경영 03)

이종민(경영 03)

장금주(박사 05)

정종락(경영 68)

채묵호(경영 79)

한정희(경영 83)

EMBA 3기

MBA 78대 원우회

한국얀센

박진수(경영 06)

최지은(경영 05)

김 민

이동원(경영 88)

이승훈(경영 96)

이종민(상학 63)

장대련 교수

정주아(경영 03)

채영은(경영 92)

한종수(경영 80)

1억 원 이상

EMBA 4기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박현식(경영 05)

최혜림(경영 07)

김상윤

이동원(경영 90)

이시배(경영 79)

이종석(경영 69)

장석조(경영 85)

정준석(경영 70)

채영호(AMP 13기)

한종엽(경영 92)

김영진(경영 75)

MBA 87대 원우회

함께일하는재단

5백만 원 미만

박혜민(경영 07)

하재성(경영 03)

김선배

이동주(MBA 13)

이연호 교수

이종성(경영 77)

장세화(상학 63)

정진송(경영 92)

천호기 학부모

한창균(경영 79)

김정수(경영 69)

경영 83학번 동기회

홍모.수민장학회

박영렬 교수

백영민(경영 04)

하진규(경영 04)

김선영

이동진 교수

이영근(경영 82)

이주열(경영 70)

장수진(경영 04)

정진엽(경영 04)

최경희(경영 62)

한창직(경영 75)

이두원(상학 58)

경영 86학번 동기회

China Daily Asia Pacific Limited

이영호(경영 97)

서유호(경영 03)

한재웅(경영 04)

김선웅

이동헌(경영 64)

이영면(경영 80)

이준규(경영 02)

장수현(경영 10)

정찬기(AMP 77기)

최광식(MBA 00)

한태식(경영 61)

최희규(경영 83)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하나은행

트루윈

서정화(경영 01)

현예슬(경영 06)

김성준

이동현(경영 90)

이영민(경영 05)

이준규(경영 83)

장영용(경영 59)

정창기(경영 89)

최국주(경영 90)

함종욱(경영 81)

AMP 67기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한국외환은행

한국쓰리엠

서 진(경영 06)

홍세화(경영 07)

김성준

이동호(경영 86)

이영신(경영 87)

이준명(MBA 10)

장우철(경영 94)

정창영 교수

최규설(경영 79)

함창용(경영 71)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노루홀딩스

서진영(경영 03)

홍유빈(경영 07)

김성환

이두형(MBA 14)

이영준(경영 04)

이중구(상학 64)

장원재(경영 06)

정철원(경영 89)

최근호(경영 08)

허광식(경영 83)

Dept of veterans affairs

재연덕수상고

5백만 원 미만

손인석(경영 03)

황칠상(경영 02)

김수환

이득영(경영 77)

이영태(경영 76)

이중우(경영 72)

장윤주-최금화 부부

정철호(상학 64)

최다혜(경영 08)

허기태(MBA 89)

아모레퍼시픽

CJ CGV

김대균(경영 87)

이루리(박사 13)

이영한(경영 91)

이지만 교수

장일동(AMP 78기)

정충시(AMP 58기)

최동석(경제 87)

허석균(경영 79)

이랜드월드

CJ 제일제당

김병배(경영 70)

이만영(AMP 15기)

이영호(경영 97)

이지영(경영 11)

장재선(경영 87)

정택진(경영 81)

최 민(경영 80)

허소길(경영 69)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GS건설

김보성(경영 97)

이명섭(경영 75)

이용복(경영 75)

이진국(경영 76)

장재웅(경영 05)

정현목(경영 69)

최민수(경영 83)

허용석(경영 76)

LG전자

이명수(경영 69)

이용석(경영 98)

이진모(경영 78)

장진호 교수

정현용(경영 01)

최병일 학부모

허우린(경영 11)

5천만 원 이상

이명우(상학 67)

이용우(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04)

이진수(AMP 75기)

장현준(경영 94)

정형권(경영 85)

최보윤(경영 08)

허인철(경영 79)

이무원 교수

이우열(경영 76)

이찬형(경영 69)

장호덕(AMP 70기)

정형연(경영 79)

최봉림(경영 01)

이문규 교수

이우찬(상학 64)

이창규(경영 91)

전기석(경영 74)

정호영(경영 80)

이미연(MBA 14)

이웅장(박사 14)

이철규(경영 77)

전명식(경영 66)

이미영 직원

이웅희(경영 83)

이철수 직원

이미지(경영 12)

이원규(경영 75)

이민복(경영 87)

▍장학재원 기금

▍회계발전 기금

▍세계경영트랙
발전 기금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손정균(경영 05)

김응수

송권영(경영 04)

석박사

김재환

5백만 원 미만

송수길(경영 07)

강지윤(경영 06)

김정훈

김용헌(경영 02)

김태환(경영 05)

송연화(경영 06)

구현정(석사 09)

김종수

SK텔레콤

김유승(경영 96)

손지웅(경영 05)

송재혁(경영 03)

김상일(박사 07)

김주관

구재상(경영 83)

다음커뮤니케이션

노근현(AMP 61기)

동부문화재단

송현석(경영 03)

김영대(박사 03)

김주연

허재성(경영 77)

전상표(AMP 42기)

대상주식회사

도원식(경영 06)

연합인포맥스

심규환(경영 05)

김지연(석사 09)

김지수

최석종(MBA 14)

허정석(경영 88)

조종환(경영 83)

대정장학회

민순홍 교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심요한(경영 04)

라미령(석사 08)

김진규

정희전(석사 14)

최석훈(경영 05)

허 진(경영 90)

AMP 68기

라인플러스

안종현(경영 75)

양우현(경영 04)

리은경(석사 09)

김태형

전성기(경영 85)

조가람(경영 01)

최성호(석사 12)

허찬회(경영 83)

AMP 69기

롯데쇼핑

염기현(경영 75)

왕태영(경영 04)

모배권(석사 06)

김태환

이철영(경영 03)

전수남(상학 63)

조규석(행정 89)

최영무(AMP 69기)

현상재(경영 00)

MBA 총동창회

미래에셋증권

유기성(경영 06)

우영균(경영 04)

박주진(석사 09)

김태훈

이원규(경영 79)

이태경(경제 88)

전영묵(경영 83)

조규원(경영 98)

최영상(경제 77)

홍기석(경영 79)

선등문화장학재단

삼성전자

이원규(경영 75)

5백만 원 미만

유원석(경영 07)

박태훈(석사 09)

김호용

이민상(경영 68)

이원근(경영 73)

이태현(경영 05)

전용기(생물 89)

조기환(경영 83)

최영준(상학 64)

홍덕표(경영 77)

성주재단

전용환(경영 06)

성용훈(경영 00)

유정민(경영 04)

옥지웅(석사 07)

남민석

이범교(MBA 11)

이원석(MBA 04)

이태형(AMP 77기)

전유훈(경영 88)

조길용(AMP 13기)

최 웅(경영 65)

홍득기(경영 87)

1천만 원 이상

시몬느

정태한(경영 75)

유진무(경영 04)

유성훈(석사 05)

문경신

이범진(경영 89)

이원섭(경영 84)

이평구(경영 73)

전종규(경영 69)

조나은(경영 01)

최인실 직원

홍복기 교수

강호찬(경영 97)

신한은행

지신상(경영 75)

이강석(경영 07)

윤영수(박사 03)

문선영

이범탁(경영 93)

이원창 교수

이하우(AMP 32기)

전준호(경영 05)

조남준(경영 68)

최인우(MBA 02)

홍사영(상학 63)

고은봉(경영 66)

아산나눔재단

ISSU

학부

이민형(경영 03)

이기현(박사 07)

문희정

이병건(경영 89)

이유승(경영 77)

이학렬(경영 72)

전철희(경영 86)

조민기(경영 11)

최재관(MBA 15)

홍성식(경영 09)

고한수(경영 70)

아이엑스엘코리아

AMP 61기

강지윤(경영 06)

이영준(경영 04)

이아현(석사 09)

민경의

이병규(경영 72)

이윤길(MBA 82)

이한선(경영 88)

전혜연(경영 13)

조석일(경영 76)

최재범(경영 90)

홍성찬 교수

구본걸(경영 76)

에스비에스아이

AMP 63기

고양중(경영 02)

이유안(경영 05)

이은곤(박사 05)

박경준

이병로(경영 97)

이윤수(경영 14)

이현미(MBA 13)

정경수(경영 72)

조성관(MBA 06)

최정윤(아동 85)

홍수진(경영 86)

권오국(AMP 65기)

오리온

AMP 75기 2반

권오승(경영 03)

이의철(경영 05)

이재성(석사 09)

박민숙

이병우(MBA 14)

이은정 직원

이현민(경영 11)

정경훈(경영 09)

조성민(MBA 14)

최정혜 교수

홍순엽(MBA 00)

김경배(경영 83)

우리은행

송산 조두홍, 조시영장학회

김 균(경영 04)

이종원(경영 05)

이정환(석사 08)

박상언

이병휘(경영 81)

이은철(박사 01)

이호근 교수

정구현 교수

조성우(MBA 11)

최종학(경영 76)

홍순준(경영 02)

김낙찬(AMP 67기)

웅진씽크빅

신한카드

김동욱(경영 03)

이지수(경영 05)

이청열(석사 09)

박석환

이병희(경영 86)

이의석(경영 05)

이호상(경영 79)

정국중(경영 67)

조성운(MBA 12)

최준혁(MBA 06)

홍승재(경영 79)

김성찬(석사 98)

이마트

외환선물

김득훈(경영 07)

이지혜(경영 06)

임명서(박사 08)

박성용

이상곤(경영 88)

이의숙(AMP 33기)

이호영 교수

정기원(박사 03)

조성표(경영 77)

최지선(MBA 11)

홍영건(경영 66)

김영호(AMP 52기)

일진전기

외환캐피탈

김맑음(경영 05)

이한솔(경영 03)

장운욱(박사 05)

박성조

▍경영학과
재무분야발전

▍Class Gif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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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이장훈

김상일(경영 03)

오영환(경영 03)

최유진(경영 05)

김창근

채희경

이세종(경영 04)

김성원

한세웅

이서영(경영 10)

이가림(박사 10)

오병성

김현지(경영 10)

박수범

이재민

김시현(경영 03)

용승철(경영 02)

최재환(경영 03)

김창형

최동완

이승연(경영 08)

김 수

한승우

이슬기(경영 12)

이지숙(박사 08)

오신영

김형준(경영 09)

박영호

이정득

김우아(경영 07)

유가영(경영 07)

최지혜(경영 08)

김태승

최인실

이용진(경영 06)

김수정

허명진

이승규(경영 06)

장 련(박사 09)

오해영

김홍준(경영 08)

박원준

이정숙

김정기(경영 04)

유재준(경영 06)

최혜선(경영 08)

김한준

최준환

이원우(경영 06)

김수현

허은숙

이승환(경영 04)

초 옥(석사 11)

윤창민

나명하(경영 09)

박은주

이종성

김정명(경영 03)

윤석기(경영 05)

최홍석(경영 05)

문웅상

최현식

이재명(경영 06)

김재범

허정주

이영실(경영 08)

최성호(석사 12)

이강남

노승오(경영 08)

박장규

이진일

김준효(경영 08)

윤승인(경영 03)

허운회(경영 04)

박석돈

하인호

이지혁(경영 08)

김정민

홍지은

이요한(경영 10)

표경민(박사 10)

이상현

노혁인(경영 09)

박준석

이 철

김지은(경영 05)

윤주형(경영 04)

허 준(경영 04)

박영웅

한기암

이태현(경영 05)

김종진

황성은

이윤석(경영 04)

Hsu Mon Yee(석사 11)

이상훈

박기범(경영 07)

박지원

이태연

김지혜(경영 06)

윤지현(경영 07)

현지은(경영 07)

박일동

한인섭

이형준(경영 06)

김준석

황유지

이은일(경영 09)

Lixia

이신호

박시영(경영 09)

박진형

이태호

김태정(경영 04)

이강욱(경영 05)

홍성은(경영 07)

박중원

홍순기

임슬기(경영 08)

김태범

황의진

이인엽(경영 07)

이영진

박재범(경영 07)

박현우

이형규

김태혁(경영 04)

이경원(경영 04)

박춘홍

황지원

임승진(경영 05)

김태성

박홍식

이홍준

김현우(경영 04)

이광용(경영 04)

석박사

백상현

장웅근(경영 06)

김태훈

백선행

임계영

김현준(경영 05)

이광희(경영 05)

김기수(석사 10)

변현근

장원재(경영 06)

김현옥

백성현

임동수

김형준(경영 04)

이동욱(경영 04)

김혜미(석사 10)

서보희

학부

전수환(경영 06)

백용해

임선아

김혜영(경영 07)

이 슬(경영 07)

김 홍(박사 08)

손기영

강미나(경영 09)

사철기

장은정

김확렬(경영 08)

이영선(경영 05)

송성애(석사 10)

손기종

서윤지

장재영

남상덕(경영 03)

이예솔(경영 07)

신현준(석사 10)

서재식

장희영

남윤승(경영 04)

이원제(경영 07)

석상규

정우열

노가영(경영 06)

성대형

정의선

성백준

이장훈(경영 07)

MBA 08

이인재

박주희(경영 09)

이정현(경영 10)

박병현

이정훈A

박지원(경영 11)

학부

이정훈(경영 07)

유희열

이정훈B

박현준(경영 07)

나호섭

강 건(경영 08)

이준연(경영 09)

이창원

박혜나(경영 10)

전준호(경영 05)

류근선

강한수(경영 06)

이준원(경영 07)

MBA 09

이해리

백두산(경영 08)

강수민(경영 09)

조예진(경영 09)

류성현

관 명(경영 09)

이지아(경영 09)

정지웅

이호철

백현우(경영 08)

손원형

권경환(경영 05)

조준혁(경영 05)

민기식

김나정(경영 09)

이혁주(경영 06)

임신옥

서덕하(경영 07)

이경화(석사 10)

송영구

권대웅(경영 05)

조창인(경영 05)

박경택

김맑음(경영 05)

이현주(경영 08)

MBA 11

전민형

서석만(경영 07)

이유진(경영 05)

이길태(석사 10)

안병욱

권유경(경영 08)

최경희(경영 08)

박광인

김민수(경영 08)

이혜진(경영 09)

김기태

전종웅

서정선(경영 08)

노근현(경영 06)

이재형(경영 04)

이원석(석사 10)

안정진

김대훈(경영 04)

최동찬(경영 06)

박현창

김민정(경영 09)

이호준(경영 05)

류건형

전행옥

서하나(경영 10)

정재웅

문기성(경영 04)

이정민(경영 07)

이철원(석사 07)

양주윤

김동민(경영 09)

최미영(경영 08)

변윤상

김민지(경영 08)

임유나(경영 09)

유혜진

정기호

성현석(경영 06)

손호균

정재형

박경찬(경영 06)

이정환(경영 05)

정기위(박사 08)

오영우

김동완(경영 04)

최원영(경영 08)

서시연

김보귀(경영 04)

임준혁(경영 06)

이상일

정민정

소윤주(경영 11)

송경희

정재훈

박기영(경영 04)

이정훈(경영 05)

조효배(석사 09)

원종규

김동우(경영 04)

최주영(경영 05)

송승룡

김선익(경영 06)

임진우(경영 07)

정재민

송미선(경영 09)

송호진

정창현

박기홍(경영 04)

이지인(경영 06)

진 하(석사 10)

유성원

김동현(경영 05)

하경주(경영 06)

송진헌

김수진(경영 08)

임홍섭(경영 08)

MBA 12

정진호

송지현(경영 09)

신민승

정현수

박성수(경영 04)

이태현(경영 06)

채수준(박사 09)

유태인

김미나(경영 08)

현진성(경영 06)

신나라

김은우(경영 06)

장순규(경영 06)

강순석

조성환

신승환(경영 07)

신봉규

조영상

박수정(경영 05)

이 한(경영 04)

윤덕수

김범수(경영 05)

홍준기(경영 05)

신현우

김종서(경영 07)

장영진(경영 09)

고인홍

주민규

신영호(경영 06)

신원정

조영수

박종필(경영 04)

임그린(경영 07)

MBA 07

윤법렬

김상우(경영 05)

황인아(경영 05)

안기종

김지수(경영 09)

전용환(경영 08)

고한규

최종훈

안성준(경영 06)

신종선

조지연

박준영(경영 04)

임상은(경영 07)

송주호

윤치영

김상우(경영 06)

황필순(경영 04)

오세규

김지영(경영 09)

전유진(경영 07)

구경영

최준의

안유정(경영 10)

신진섭

조혜련

박준호(경영 05)

임상혁(경영 04)

이건학

김상준(경영 04)

유준수

김충환(경영 07)

전은상(경영 10)

권정훈

최현숙

안채린(경영 14)

신진호

진태원

박지수(경영 07)

임철성(경영 04)

MBA 08

이관우

김성진(경영 02)

석박사

윤재웅

김태룡(경영 04)

전철호(경영 06)

기응수

한성훈

엄민지(경영 10)

심성후

차정희

박찬민(경영 04)

임현민(경영 05)

장기호

이국성

김성현(경영 04)

고옥결(석사 11)

윤현진

김필수(경영 07)

정노윤(경영 08)

김강정

안영열

최기호

박철오(경영 08)

장미리(경영 05)

이동우

김유나(경영 08)

박상용(석사 11)

이강복

김현해(경영 05)

정유정(경영 07)

김낙균

AMP 66기

왕미나(경영 09)

양원진

최서룡

박태준(경영 04)

장세경(경영 07)

MBA 10

이동훈

김유진(경영 09)

배창현(석사 11)

이동엽

김형상(경영 06)

정재광(경영 07)

김미영

이은희

우승현(경영 14)

양지훈

최석훈

박해수(경영 07)

장수찬(경영 07)

Leif Karlen

이민석

김준희(경영 06)

서금희(석사 08)

이득흔

김혜련(경영 08)

정종성(경영 06)

김상일

엄명섭

최승빈

박현규(경영 04)

장은지(경영 05)

강민석

이수영

김태환(경영 04)

요 범(석사 11)

이용서

김혜연(경영 10)

정준호(경영 06)

김성주

오승엽

최우일

박현지(경영 07)

장재웅(경영 05)

강성준

이슬기

도영우(경영 03)

유정민(박사 09)

이은행

김혜은(경영 10)

정현중(경영 05)

김성현

오우진

최우제

백성희(경영 07)

장혜림(경영 08)

강천기

이용권

명종환(경영 05)

유혜영(박사 09)

이재은

김희준(경영 08)

조은석(경영 07)

오장환

탁연정

백운도(경영 03)

전미선(경영 05)

고병운

이용희

모 희(경영 09)

이미리(석사 10)

이재현

남동경(경영 07)

오태엽

한경호

변정윤(경영 07)

전범준(경영 02)

고석환

이은경

민재원(경영 08)

이종민(석사 11)

이정호

원경연

한덕연

서원교(경영 04)

전웅배(경영 05)

권광호

이재범

박극렬(경영 10)

정은경(석사 11)

원영웅

한승준

서정원(경영 05)

정미홍(경영 07)

권영윤

이종근

박보미(경영 07)

유수경

허민회

손소현(경영 06)

정원조(경영 03)

김대철

이종현

유영길

허 융

송민지(경영 08)

정자헌(경영 05)

김대헌

윤석주

허 준

송승아(경영 05)

정재욱(경영 05)

이경범

황경곤

송유경(경영 05)

이경주

황병필

이남진

황일환

▍Class Gift 2013

▍Class Gift 2014

오정환(경영 07)

▍Class Gift 2015

원창희(경영 07)
위현복(경영 10)

학부

유승협(경영 11)

김우식

강모정(경영 07)

윤새결(경영 08)

지인희(경영 06)

김정호

강민주(경영 08)

윤소정(경영 10)

남승현(경영 09)

차지윤(경영 07)

김지나

강선유(경영 10)

이경진(경영 08)

이정환

노은영(경영 08)

채예린(경영 05)

김지현

강지현(경영 11)

이규원(경영 10)

정현기(박사 09)

이준혁

마성혁(경영 08)

최고운(경영 06)

김진형

고병수(경영 09)

이민경(경영 11)

박주홍(경영 06)

조재현(석사 11)

이지은

맹려휘(경영 09)

최고은(경영 10)

김태균

곽민우(경영 05)

이상보(경영 08)

이주리

박현재(경영 08)

조정은(박사 09)

이지헌

문호선(경영 04)

최보윤(경영 08)

김현규

곽수지(경영 11)

이상윤(경영 08)

김동수

이준명

방현준(경영 05)

최우담(석사 11)

이진영

박기범(경영 08)

최승용(경영 09)

김현호

권미정(경영 11)

이소영(경영 11)

정지원(경영 05)

김상순

이진석

배인해(경영 07)

최종철(박사 09)

이창선

박수빈(경영 09)

최윤석(경영 06)

남상직

권예슬(경영 10)

이슬비(경영 10)

송인성(경영 04)

정진엽(경영 04)

김성열

임규원

배현성(경영 09)

표현상(박사 09)

이창주

박재민(경영 06)

최정민(경영 06)

노석진

길은실(경영 10)

이승연(경영 08)

송재원(경영 08)

정혜승(경영 08)

김성택

임 섭

서석완(경영 07)

이창희

박진회(경영 09)

최진우(경영 05)

노현승

김광노(경영 07)

이예준(경영 11)

송정윤(경영 03)

조선영(경영 07)

김성호

장정순

서윤지(경영 07)

MBA 10

이필성

방승환(경영 06)

하주영(경영 09)

박남수

김명열(경영 06)

이주나(경영 10)

송지섭(경영 05)

조성규(경영 04)

김수한

전성미

서정윤(경영 08)

고진배

이행근

백성희(경영 07)

허규범(경영 07)

박성준

김민준A(경영 07)

이주옥(경영 09)

학부

신단비(경영 08)

조승우(경영 08)

김영건

정갑수

송지영(경영 08)

이윤희

이현주

서연진(경영 09)

홍윤기(경영 08)

박정우

김민준B(경영 07)

이지윤(경영 10)

이병진

강성협(경영 05)

신정우(경영 05)

조용준(경영 03)

김영근

정보근

신재승(경영 05)

이호원

안경은(경영 07)

홍주영(경영 08)

박희갑

김보라(경영 11)

이채영(경영 11)

이상우

강진우(경영 04)

신채은(경영 05)

조용호(경영 07)

김용식

정석찬

신희웅(경영 05)

MBA 11

이희재

안병찬(경영 06)

박희열

김상수(경영 09)

이호선(경영 05)

이상원

강창희(경영 07)

심영보(경영 04)

조 웅(경영 07)

김용태

정성락

심정훈(경영 06)

강우석

임원배

양은혜(경영 08)

석박사

배상헌

김성훈(경영 06)

이효린(경영 10)

이상현

고경진(경영 05)

안동산(경영 04)

조은지(경영 08)

김은경

정양오

안자인(경영 09)

강지선

장은석

오명은(경영 09)

강경선(석사 11)

서정욱

김소담(경영 10)

이효직(경영 14)

이생재

고경환(경영 04)

안정수(경영 05)

조인혁(경영 08)

김인규

정의헌

양준영(경영 08)

계승효

정두섭

오홍석(경영 07)

김자영(석사 11)

심형섭

김소혜(경영 10)

전한솔(경영 09)

이성민

곽은영(경영 05)

안진아(경영 06)

조항영(경영 06)

김재완

정재학

오윤영(경영 08)

고광수

정해창

유기성(경영 06)

김지연(석사 11)

안보경

김승현(경영 10)

전효인(경영 09)

이소라

김경태(경영 02)

양성수(경영 04)

주민서(경영 04)

김정환

정한길

오효석(경영 08)

권경미

조 민

유재은(경영 06)

나함(석사 11)

안상현

김예진(경영 11)

정민경(경영 10)

이연학

김도형(경영 05)

양희완(경영 05)

진수정(경영 07)

김종환

제희원

이강휘(경영 05)

김동욱

조성애

윤영진(경영 06)

박순채(박사 05)

안승준

김은애(경영 09)

정샘나(경영 09)

이영상

김동주(경영 04)

염지현(경영 06)

채종민(경영 04)

김진갑

조용진

이다미(경영 08)

김미혜

조성우

윤형식(경영 05)

서근영(박사 10)

양일수

김정주(경영 07)

정세연(경영 10)

이영신

김동훈(경영 04)

오대하(경영 06)

최보민(경영 08)

김진숙

조인식

이동현(경영 09)

김민선

주웅열

이길훈(경영 05)

석미옥(석사 11)

양재훈

김준연(경영 08)

정지훈(경영 09)

이이진

김민우(경영 08)

오명석(경영 05)

최영은(경영 07)

김진숙

조태연

이상정(경영 06)

김상연

진수경

이민제(경영 06)

양영수(박사 09)

연규선

김지혜(경영 08)

정태우(경영 07)

이동욱
이동준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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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갑(경영 06)

Deng Shibei

홍원선

신수연(경영 14)

이현서(석사 14)

김경순(경영 11)

윤근영(경영 10)

최윤영(경영 12)

배은주

권현진(경영 12)

배장환(경영 11)

정상현(경영 09)

윤정경(석사 16)

김태영

조상현(경영 07)

NITCHAMAN

황원근

신영섭(경영 07)

장영수(석사 13)

김규동(경영 11)

윤여홍(경영 11)

최재혁(경영 10)

배준영

김경수(경영 11)

서영주(경영 12)

정소정(경영 13)

이강원(바갓 13)

김해철

조우용(경영 08)

THANAWAN

신재환(경영 07)

정현정(석사 14)

김도은(경영 12)

윤준우(경영 11)

최정윤(경영 13)

백상천

김규복(경영 09)

서지호(경영 10)

정용위(경영 10)

이광용(석사 12)

김현준

조택림(경영 10)

고지혜

MBA 14

신현수(경영 11)

김도훈(경영 10)

윤태완(경영 10)

한동엽(경영 10)

백재완

김도경(경영 10)

서치원(경영 11)

정우성(경영 11)

이미나(석사 15)

나진호

조희곤(경영 09)

권성달

이병우

엄상규(경영 11)

MBA 13

김동심(경영 09)

윤한나(경영 13)

한송이(경영 11)

상지현

김성중(경영 11)

서현기(경영 14)

정우성(경영 11)

이신영(석사 16)

나하나

지인배(경영 07)

권지영

이상원

오수경(경영 09)

김여진

김동희(경영 10)

윤형석(경영 10)

한정화(경영 12)

서봉균

김송현(경영 11)

선우근(경영 09)

정원석(경영 12)

이은철(박사 14)

노수연

차수정(경영 10)

김기환

황현실

오정아(경영 10)

김리헌(경영 10)

이기찬(경영 10)

한진욱(경영 10)

서종원

김수빈(경영 10)

소정아(경영 10)

정재연(경영 12)

이홍민(석사 15)

문호승

차주연(경영 09)

김길주

홍연우(석사 15)

민천기

최근호(경영 08)

김동한

최석훈(경영 06)

김미정

최예슬(경영 08)

오태림(경영 09)

MBA 14

김민석(경영 11)

이도연(경영 09)

허원준(경영 11)

신보미

김수빈(경영 12)

손민주(경영 12)

정재욱(경영 10)

왕태빈(경영 09)

강정화

김범준(경영 12)

이민호(경영 13)

현동석(경영 11)

신창화

김영민(경영 09)

신규종(경영 11)

정진희(경영 13)

학부

원지윤(경영 09)

권누리

김병욱(경영 10)

이상민(경영 09)

홍세민(경영 12)

양종헌

김영익(경영 10)

신재민(경영 11)

정혜민(경영 13)

MBA 11

박상형

김상원

HE JINGWEI(경영 12)

유병수(경영 06)

김경진

김보민(경영 12)

이상호(경영 09)

홍이연(경영 11)

유은정

김영호(경영 13)

신재현(경영 08)

정희소(경영 13)

김가람

박성진

최윤호(경영 06)

김소연

ZENG YAJIE(경영 12)

윤석일(경영 11)

김유림

김본주(경영 09)

이선경(경영 10)

윤한일

김예찬(경영 13)

신중익(경영 11)

조민수(경영 10)

최은비(경영 10)

김임환

강규호(경영 09)

윤성춘(경영 10)

김윤일

김상아(경영 11)

이선민(경영 12)

석박사

윤혜준

김용주(경영 09)

심효정(경영 11)

조성현(경영 11)

MBA 12

박영각

하솔메(경영 07)

김진규

강동호(경영 08)

윤준원(경영 09)

김은경

김선형(경영 10)

이세진(경영 11)

Ei Kay Zin Soe(석사 14)

이경훈

김우현(경영 11)

양승우(경영 10)

조소나(경영 10)

도승모

박운열

한해성(경영 07)

김현진

강민희(경영 10)

이동명(경영 09)

김정호

김성민(경영 10)

이소정(경영 12)

Pham Thi Minh

이누리

김은중(경영 11)

오관영(경영 10)

조원찬(경영 11)

함민석(경영 06)

박병찬

강선아(경영 12)

이동진(경영 09)

김정환

김소명(경영 10)

이수현(경영 12)

Xuan(석사 14)

이동우

김의태(경영 08)

오아라(경영 13)

조지훈(경영 11)

MBA 15

서완주

허이슬(경영 09)

박지명

강선유(경영 10)

이명원(경영 10)

김준도

김솔이(경영 11)

이승현(경영 13)

Pu Hongjin(석사 14)

이상무

김일수(경영 09)

오유미(경영 12)

최건호(경영 10)

배기동

서용성

허 준(경영 08)

박현우

강세희(경영 11)

이상석(경영 11)

김진태

김수연(경영 12)

이용현(경영 09)

김문정(박사 11)

이승배

김정은(경영 12)

오형록(경영 12)

최근형(경영 10)

신창화

신서현

허준영(경영 07)

배 헌

강지훈(경영 09)

이새봄(경영 10)

노건호

김영석(경영 10)

이우창(경영 10)

김승현(석사 14)

이언석

김지윤(경영 13)

우상범(경영 13)

최다운(경영 13)

이혜인

신장섭

홍미진(경영 11)

백연희

고인환(경영 08)

이수정(경영 10)

류현석

김윤지(경영 12)

이웅교(경영 07)

박설우(박사 12)

이원준

김지은(경영 12)

유선엽(경영 11)

최아영(경영 12)

조재상

안성태

홍정민(경영 10)

변대기

곽지은(경영 10)

이승은(경영 10)

문영화

김윤하(경영 13)

이유나(경영 12)

박지혜(박사 05)

이진호

김찬석(경영 09)

유소정(경영 12)

최예원(경영 13)

황동매(경영 11)

성제현

구지연(경영 11)

이승환(경영 08)

박소영

김재민(경영 09)

이유진(경영 11)

배창현(박사 13)

이현정

김찬우(경영 12)

유재욱(경영 11)

최원준(경영 09)

MBA 16

엄인우

황재성(경영 07)

신남선

권보경(경영 10)

이영근(경영 12)

서정기

김재우(경영 09)

이윤희(경영 13)

전경미(박사 07)

이형석

김찬욱(경영 11)

유찬형(경영 10)

최정현(경영 09)

Agrawal Nidhi Sanjay

오세욱

황준우(경영 07)

신현수

권예지(경영 11)

이영찬(경영 08)

선동지

김재현(경영 10)

이은정(경영 11)

전명훈

김찬주(경영 10)

윤성운(경영 12)

최준수(경영 11)

Baudisch Christian

왕현정

심영민

권용민(경영 07)

이용하(경영 11)

손교훈

김재현(경영 12)

이정빈(경영 10)

MBA 14

전호진

김태남(경영 12)

윤재혁(경영 09)

최지수(경영 13)

Neal Melinda Courtney

우상기

석박사

오명대

권혁민(경영 09)

이원지(경영 13)

심성보

김정연(경영 11)

이준환(경영 11)

김일남

정연태

김태석(경영 11)

원용주(경영 12)

최진원(경영 10)

Pham Trang

유다은

JINCHUNYU(석사 13)

유정윤

김강원(경영 11)

이재선(경영 10)

안종호

김정우(경영 08)

이지성(경영 09)

나정국

정한호

김태한(경영 14)

이가영(경영 11)

최 혁(경영 11)

Purtova Mariia

유형선

Liu enyu(석사 11)

유주리

김경은(경영 10)

이종호(경영 07)

안중화

김종선(경영 11)

이지윤(경영 10)

유정민

조상열

김태헌(경영 11)

이건찬(경영 10)

하제영(경영 10)

Temsangchutti Monaphat

이대표

강혜빈(석사 13)

이경임

김나연(경영 15)

이지영(경영 11)

오은경

김준태(경영 09)

이창우(경영 10)

윤지영

조윤주

김현아(경영 13)

이동근(경영 10)

하현열(경영 11)

강문경

이동훈

고민정(박사 08)

이기환

김동현(경영 10)

이지현(경영 11)

유기용

김지상(경영 09)

이한재(경영 07)

이명배

주민영

김현영(경영 11)

이동욱(경영 11)

한석호(경영 10)

강진규

이명승

권성복(석사 12)

이석호

김동현(경영 10)

이혜린(경영 10)

유상우

김지수(경영 12)

이현승(경영 10)

이종석

차정원

김현지(경영 13)

이미지(경영 12)

한영진(경영 13)

강진원

이석우

김도연(박사 01)

이성규

김민태(경영 08)

임수민(경영 05)

유치영

김진우(경영 09)

이현직(경영 10)

최상기

김효권(경영 11)

이상구(경영 14)

한호훈(경영 08)

고영화

이예리

김태곤(석사 12)

이성훈

김선주(경영 09)

임현지(경영 00)

윤대인

김해연(경영 10)

이형민(경영 10)

MBA 15

최은정

김희연(경영 12)

이상훈(경영 12)

허대웅(경영 11)

고재현

이종경

김현준(석사 13)

이숙희

김성수(경영 12)

전형준(경영 10)

윤용석

나성균(경영 09)

이혜미(경영 12)

Abhinandan Saini

최현정

나아영(경영 11)

이승헌(경영 09)

허운해(경영 12)

고지운

이주열

마몽설(석사 13)

이영숙

김송현(경영 12)

정다솔(경영 10)

이미연

남병주(경영 09)

임수현(경영 13)

Kaitlyn Carroll

남덕호(경영 10)

이신건(경영 11)

허지향(경영 13)

고혁준

이지원

박상우(석사 12)

이재일

김수정(경영 11)

정봄이(경영 09)

이병우

남 윤(경영 10)

임승현(경영 10)

Tariq Almadani

MBA 16

남이현(경영 10)

이우리(경영 12)

홍성무(경영 12)

곽상엽

임승미

박성준(석사 12)

이정민

김승현(경영 06)

정수리치(경영 08)

이영은

남천우(경영 11)

임정윤(경영 12)

고진국

이석우

남지윤(경영 11)

이유리(경영 12)

황인표(경영 14)

김경필

장경운

배미옥(석사 11)

이정열

김재순(경영 09)

정효원(경영 10)

이원재

문선정(경영 12)

장서우(경영 10)

김무전

류지희(경영 11)

이의주(경영 13)

황찬우(경영 09)

김길아

장 일

배영범(석사 13)

이준석

김지윤(경영 13)

조정원(경영 07)

이윤정

문영석(경영 10)

장성원(경영 10)

김도연

모채윤(경영 13)

이정한(경영 11)

김낙호

정수진

변정윤(석사 13)

이준영

김현영(경영 11)

조혜진(경영 11)

이지은

문지화(경영 13)

장시원(경영 12)

김수진

학부

민경성(경영 13)

이정희(경영 12)

석박사

김대연

정유경

유효맹(석사 11)

이진원

김혜연(경영 11)

최명훈(경영 08)

이현진

민성실(경영 10)

장태익(경영 10)

김용호

강다은(경영 13)

민세정(경영 11)

이준호(경영 11)

HUILING LIU(석사 16)

김도섭

조원경

이성훈(석사 12)

이충전

김혜진(경영 11)

최빛나리(경영 09)

이화연

박노헌(경영 10)

전지훈(경영 09)

김우석

강보경(경영 11)

박광우(경영 10)

이진겸(경영 10)

LI LANHUA(석사 16)

김도형

조재성

이수희(석사 11)

이태훈

남승희(경영 11)

최용대(경영 07)

정연승

박성연(경영 12)

전치형(경영 08)

김윤성

강수경(경영 13)

박규민(경영 11)

이태근(경영 11)

RUAN JINGJING(석사 14)

김도형

조종한

임단화(석사 09)

이현미

문재식(경영 09)

최진영(경영 10)

최수현

박수익(경영 10)

전형만(경영 11)

김은정

강은지(경영 12)

박노삼(경영 14)

이태로(경영 10)

SHI WEI(석박사 석사)

김민규

진소연

정언태(석사 11)

이효진

문재신(경영 09)

추인욱(경영 08)

최승희

박윤진(경영 12)

정구훈(경영 08)

김철수

강진서(경영 13)

박 산(경영 10)

이현우(경영 10)

ZHANG LI(석사 14)

김병주

최경진

정유진(석사 10)

임덕만

문찬양(경영 10)

현재명(경영 08)

최유순

박재철(경영 10)

정대영(경영 10)

김태경

강해인(경영 12)

박연희(경영 11)

이호용(경영 11)

ZHULEIMING(석사 13)

김상진

최경호

최혜영(석사 12)

임숙현

박누리(경영 10)

홍가람(경영 12)

박재현(경영 10)

정민영(경영 11)

남기준

강호남(경영 11)

박예림(경영 13)

이효진(경영 13)

김 남(석사 14)

김성용

최현성

임진아

박상기(경영 09)

홍 솔(경영 11)

MBA 15

박정아(경영 12)

정현재(경영 08)

노승미

강효원(경영 13)

박정언(경영 12)

임경훈(경영 00)

김성진(석사 15)

김수린

홍반디

MBA 06

장현호

박세홍(경영 08)

홍정민(경영 08)

정연태

박지영(경영 11)

정혜림(경영 11)

류지현

고재량(경영 12)

박정현(경영 12)

임현규(경영 11)

김한묵(석사 85)

김수아

홍정의

오윤지

정기선

박수아(경영 12)

박태용(경영 09)

정혜진(경영 10)

류춘길

고현지(경영 13)

박주영(경영 12)

장유진(경영 13)

노그림(박사 16)

김승옥

황세진

정해승

박연준(경영 11)

석박사

서예린(경영 11)

조만식(경영 09)

박기성

곡미나(경영 13)

박준영(경영 11)

장현호(경영 12)

신종현(석사 15)

김신성

MBA 11

조문진

박지윤(경영 11)

Baatarnyam Anujin(석사 14)

학부

손누리(경영 13)

조성혁(경영 13)

박명수

곽기연(경영 11)

박진성(경영 93)

전승훈(경영 09)

심현지(석사 15)

김영현

장동준

조민재

백민철(경영 09)

GAO MIN(석사 14)

강민우(경영 10)

송유정(경영 12)

조영상(경영 12)

박선아

권기석(경영 10)

박진효(경영 09)

전재훈(경영 12)

원재묵(석사 15)

김유택

조상현

서다현(경영 10)

WANG ZHUYI(석사 14)

강희준(경영 10)

송창섭(경영 09)

조예림(경영 13)

박선영

권시진(경영 11)

방준혁(경영 11)

전지연(경영 13)

유 평(석사 15)

김종순

MBA 12

지영인

성인규(경영 11)

강수언(석사 13)

공민경(경영 11)

신은정(경영 10)

조은비(경영 11)

문고운

채미경

성진환(경영 11)

권계은(박사 08)

구경모(경영 10)

양상용(경영 11)

조은지(경영 12)

임병채

채정은

손종민(경영 07)

김은희(석사 03)

구태회(경영 10)

양희민(경영 10)

지재훈(경영 11)

정서진

한승민

손채문(경영 10)

박광서(석사 09)

권경애(경영 11)

여환준(경영 10)

진호재(경영 11)

한진선

송연우(경영 10)

유마이(석사 13)

권재현(경영 09)

오경은(경영 13)

최석원(경영 13)

함현수

송혜전(경영 10)

윤지아(박사 04)

기성범(경영 09)

유승원(경영 10)

최승국(경영 09)

MBA 13

▍Class Gift 2016

▍Class Gift 2017

▍Class Gift 2018

박기현

박세호

박종화

양정희

※ 연세경영 기금 약정자 명단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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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청송

무악

진리

자유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우내역
(기부금 누적액 기준)

120만 원
캠페인

2백만 원
이상

감사카드

◦

◦

◦

소식지

◦

◦

◦

센테니얼 월 기부자 이름 각인

◦
◦

Donor Wall 기부자 이름 각인
기념품(독수리액자)

백양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기여 공간 기부자 명패 부착
감사패

◦

◦

◦

◦

◦

◦

연세달력

◦

◦

◦

◦

◦

◦

도서관 이용(도서 열람 및 대출)

◦

◦

◦

◦

◦

◦

무료주차 제공

1년

5년

10년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20%

20%

30%

30%

50%

100%

30%

50%

100%

무료검진권
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연세경영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무료검진권
1매 평생
(매 2년마다)

무료검진권
2매 평생
(매년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의 귀한 뜻을 받들어 최고의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50%
(본인 및
배우자 10년)

100%
(본인 평생,
배우자 10년)

연간 감액
1천만 원 한도

연간 감액
총 기부액의
2% 한도

부속교육기관
학비감면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세브란스 체크업:
서울역)

본교 소속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1회

30%

30%

계속

총진료비
진료비 감면
(세브란스)

무료검진권
1매

감면한도
(본인 및
배우자 합산)

10%
(본인 5년)

20%
(본인 5년,
배우자 3년)

연간 감액
5백만 원 한도

우선진료

제공

제공

제공

제공

VIP 라운지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세브란스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배우자 포함)

20%

30%

50%

100%
(직계자녀 포함)

진료편의
(세브란스)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거듭 발전하는 연세경영이 되겠습니다.

※ 위 예우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일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입금 방법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참여 문의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Tel. 02-2123-5455 Fax. 02-2123-8639 E-mail. ysb-ed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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