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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영대학의 숙원사업인 국제경영

교육인증(AACSB) 취득을 위해 새로운 TF

팀을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육품질관리

(CQI)’를 강조하고 있기에 세계적으로 전통 

있는 인증협회의 기준을 통해 교육품질을 스

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간

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그만큼 

시간적, 인적, 재정적 자원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

로도 교내외 경영인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학술교

류협정체결 및 해외교직원 및 학술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에 미국 럿거스대학 경영대학과 학생교환 및 

복수학위 협정을 갱신하였고, 소속 교수님을 

초빙하여 여름학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스위스의 응용과학대를 

포함하여 아시아권의 유수대학과 협정체결

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교육과정이 대대적으로 개편

되는 해입니다. 이에 현재 경영환경의 문화, 

정치, 경제적 변화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

하여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경영인

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화를 시도하

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업을 독려할 계획입

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속한 변화와 질곡 속

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도록 

교수님과 교내외 관계자분들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대학에서는 

개교 70주념을 기념하는 『부산 글로벌금융

중심지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심포지

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더욱 도약하는 하반기를 고대함과 더불어 

우리대학 소식지인 『효원경영』의 11호 발간

을 축하합니다! 이 가을 익어하는 벼이삭처

럼 풍성한 소식과 소속원의 스토리로 단단

하게 이어질 경영대학을 부푼 가슴으로 기

대합니다!

G R E E T I N G  인사말

효원경영 11호 발간 축하
경영대학장 조영복

지난	학기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적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전호환	총장이	취임하여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성장과	통합,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우리	모두가	지역선도,	세계선도의	효원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경영대학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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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Main News 교수소식Prefessor News

교수소식Prefessor News

부산대학교 70주년 기념 『부산 글로벌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심포지엄』 개최

8월	24일	수요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부산	글로벌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심

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조영복	경영대학(원)장이	위원장,	이장우	교수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심포지엄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

였으며	전호환	부산대	총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김규옥	부산	경제부시장,	최경수	KRX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장우	

교수(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과	산학연관	협력방안’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송수영	한국금융

공학회장,	조성제	BNK	금융경영연구소	대표,	황삼진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조영복	위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심포지엄을	정례화하여	우리	경영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국제금융중심지(BIFC)와	부산시,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공동번영	동력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라고	전했다.	

김종기 교수,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경영학과	김종기	교수(경영정보전공)와	경영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는	김상희	박

사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수상논문은	‘이중계산모델을	기반으

로	정보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

러	요인들을	규명하고,	프라이버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4월	22일	제주대에서	개최된	2016년	한국정보

시스템학회·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춘계	공동학술발표대회에서	열렸다.

2016년 상반기 SSCI급 국제저널 논문게재실적

강상훈	교수(외	Mensi,	Hammoudeh,	Nguyen)의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pillover	effects	

among	the	U.S.	and	BRICS	stock	markets”	논문이	증권/주식/채권분야의	SSCI급	저널인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2016/03)에	게재되었다.

강상훈	교수(외	Ron	McIver,	윤성민)의	“Modeling	Time-Varying	Correlations	 in	

Volatility	Between	BRICS	and	Commodity	Markets”	논문이	재무관리분야의	SSCI급	저

널인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2016/06)에	게재되었다.

고광수	교수(외	Bong	Soo	Lee)의	“Are	Japanese	margin	buyers	informed?”	논문

이	투자/위험관리분야의	SSCI급	저널인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2016/05)에	게재되었다.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소장 홍태호 교수), BICCS 2016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소장	홍태호	교수)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부산대	국제관에서	중

국학	관련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한·중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BICCS	

2016’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의	교수진	50여	명과	중국학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홍태호	중국연구소장은	“BICCS	2016은	정치·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법,	언어·영화	등	중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학술심포지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학	연구자들의	최

근	논의	방향과	대학(원)생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연구회(회장 김무성 교수), BIFC에서 창립 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금융투자연구회는	지난	7월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

로	창립	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무성(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투자연

구회	회장의	기념사와	중국·일본·이슬람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주변	국가들의	금융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우리나

라	금융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직	금융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	수요와	발전	가능성이	큰	이슬람	자본시장에	대해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전했다.

김무성 교수

홍태호 교수

강상훈 교수 고광수 교수

김종기 교수 김상희 박사

장학Scholarshiop

2016학년도 1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2016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은	총	111명에게	지급되었고,	외부장학금은	동부문화재단	1명	168만원,	롯데장학재단	1명	

168만원,	협성문화재단	2명	각	218만원,	두을장학재단	1명	228만원,	부산대총동문회	1명	250만원,	연당	장학회	1명	200만

원	경영대학	AMP	장학금	10명	각	100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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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사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University Events

학생수상Student Awards

국가공인 ERP 정보관리사 자격취득 과정 수료식

국가공인	ERP	정보관리사	자격취득	과정은	한국생산성본부(KPC)와	부산

대학교가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현장	맞춤형	기술강좌	교육과정으

로	경영학과	김동일	교수가	프로그램	주임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

지	350여	명이	수강하여	약	93%의	합격률을	보이며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의	운용을	통하여	다수의	경영자가	바라는	통합	경영프로세스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27일에	경영대학	컴퓨터	강의실에서	수료식이	있었으며,	생산성본부	부산	센터장과	관련	담당자	등	여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

램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MAD 효원배 1등
2016년	5월	15일,	효원배	축구경기	결승전의	승리로	부산대학교	경영대

학	축구동아리인	MAD가	효원배	1등을	차지했다.	이	날	MAD와	전자전기

공학부	축구팀인	레알	일렉트론이	승패를	다투었는데,	0대	0의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에서	5대	3으로	승리한	MAD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번	해의	효원배	결승전은	작년의	효원배	결승전에서	레알	일렉트론에

게	2대	1의	역전패를	당한	MAD의	리벤지(Revenge)	매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22년의	전통을	가진	MAD의	앞으로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된다.

부산대 스타트업(Start-up) 발굴 공모전
2016년	6월	1일,	제1회	부산대	스타트업(Start-up)	발굴	공모

전이	경영대학에서	열렸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와	부

산대	경영대학	주최,	선보엔젤파트너스	주관의	이	공모전은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대상	기업의	Value-up	

(기업가치	증대)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하였다.	70명의	참가자

들	가운데	대상은	엔젤인어스	-	차언엽(경영	11),	박준우(화공	

10),	윤다영(경영	14),	장수창(무역	11),	최우수상은	PMS	-	강정구(경영	11),	김영은(경영	12),	유혜진(경영	11),	우수상은	영겁의	5초	

-	최관영(경제	11),	이유진(경영	14),	이원행(중문	15)	정희선(경영	15),	그리고	핑키핑키업	-	이종석(경영	14),	김현주(경제	14),	위수

빈(중문	14)	에게	수여되었다.	이	공모전은	창업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취지

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전문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학술교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워포인트 템플릿 공모전

2016년	6월	9일	16시,	‘PNU	파워포인트	템플릿	공모전’의	시상식이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수학습	지원

센터에서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진리,	자유,	봉사의	건학정신을	표출하는	부산대학교(단과대학	및	

학과	포함)의	이미지	또는	자유	양식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공모하였으며,	이는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매체	자료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범우(경영	12)	학생은	차트나	그래프를	많이	쓰는	특성을	살린	템플릿을	제출하여	우수상

을	수상하였는데,	“경영학과	건물	색을	활용하여	템플릿을	만들

어	경영대학	건물을	연상시키려	했다”라고	언급하

였다.

사회적기업전공 특강

●   일시_	2016년	4월	1일(금)	오후

● 강사_	  이름	:	이병훈	

소속	: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	

직급	:	이사

● 강의 주제_	현대자동차	사회적경제	지원방향

● 강의 내용_	  현대차그룹	자동차산업	현황	및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상,	소셜벤처	육성방향	사회적경제	

지원방향

●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_	  조영복	학장님	요청으로		

특강	진행

●   참석자 수_	30명

‘2016년 PNU 오픈캠퍼스’ 행사소개
● 목적_	  고교생에게	정확한	진학정보	및	실질적인	진로탐

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주관

하는	행사.	부산대학교	입학본부의	대학입학전형	

및	전공안내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개요,	교육과

정,	취업,	국제교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일시_	  2016년	5월	21일(토)	13:00-17:00

● 장소_	  경영관	B동	109호

● 참석학생_	  340명(1부/2부	합산)

**	곽선화 교수(교탁에서 설명 중)	

경영대학	학생·기획	부학장,	경영학과	교수,	인사조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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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상Student Awards 국제관련International

박주원(경영 13) 학생, 제5회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 장려상 수상

지난	6월	30일	목요일에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제5회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에서	박

주원(경영	13)	학생이	속해있는	‘북앤키즈’팀이	책과	아이들	프로젝트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본	공모전

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와	콘텐츠를	제작해	주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까지	전국

에서	모두	49개의	팀이	참여했다.	북앤키즈	팀은	부산	최초의	어린이	서점인	‘책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박주원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공모전에	참여할	계획이며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6 대학생 경제토론대회

2016년	6월	29일,	‘2016	대학생	경제토론대회’가	한국은행	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행	창립	

66주년의	기념과	지역의	금융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팀,	24명이	참가

하였으며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의	8강·4강,	결승은	각각	‘사내유보금’,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날	부산대학교	회초리팀	-	이병진(경영	12),	김민주(국제	

13),	김기한(경영	13)	이	뛰어난	토론	실력으로	1등상을	수상하여	부산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6년 상반기 국제 학술회의 참가 현황

강상훈	교수는	2016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The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	Development	Studies”가	주최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nd	

Financial	Engineering(Barcelona,	Spain)”에	참가하여	“Volatility	Spillover	between	Gold	

Futures	and	Singapore	Stock	Markets:	Implication	of	the	Portfolio	Management”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태호	교수는	2016년	4월	12일,	 “International	Economics	Development	and	

Research”가	주최하는	“2016	IEDRC/ICSSH	OSAKA	CONFERENCE(Osaka,	Japan)”에	참가하여	“The	Effect	of	Advertising	and	

Word-of-Mouth	on	Sales”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태호	교수는	2016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INFORMS”가	주최하는	 “2016	 INFORMS	Marketing	 Science	

Conference(Shanghai,	China)”에	참가하여	“Dynamic	Effect	of	Customer	Equity	on	Firm	Performance:	A	Perspective	of	

Competitive	Market	Structure”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7회 YAHO 프레젠테이션 대회
2016년	8월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삼성증권	세미나실에서	‘제7회	YAHO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삼성증권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의	주최로	개

최되었다.	‘제휴사업	모델’,	‘안전투자를	위한	자산관리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	봉사단	YAHO의	학생	중	8개의	팀이	전

국의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진출을	하였는데,	그	중	맘마미아	팀	-	이예원(경영	

15),	박희경(경제	13)	외	2명이	육아테마주를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장

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경영 13학번 박주원

핀테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2016년	7월	8일,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	등과	공동으로	주최

하고	글로벌	핀테크산업	진흥센터가	주관한	‘핀테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부산광역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대강당에서	개

최되었다.	5월	16일~27일	중순	핀테크	정보기술	창업	아이템	관련	아이디어

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21개	팀	중	FIERO(피어로)	-	김관욱(경영	11),	

김현웅(전자	11),	윤다영(경영	11)	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주제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최종무 석좌교수(Temple University) 초청  
세미나 진행
지난	6월	1일	수요일	경영대학	A동	208호에서	고광수	교수의	초청으

로	최종무	석좌교수(Laura	H.Carnell	Professor	of	Finance,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y,	Department	of	Finance,	Fox	School	

of	Business,	Temple	University)가	경영대학	재무관리	교수	및	학생	30명	

앞에서	“Do	Private	Firms	Perform	Better	than	Public	Firms?”라는	제목으

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Paul R. Messinger 교수(University of Alberta)  
초청 단기 집중 특강

지난	6월	20일	월요일	경영대학	A동	208호에서	서문식	교수의	초청으로	

Paul	R.	Messinger	교수(Associate	Professor	in	Management,	University	

of	Alberta)가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및	학생	22명	앞에서	“Strategic	Role	

of	Self-service	Co-Production”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송태호 교수강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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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SB(국제경영교육인증) 사업에 박차

우리	경영대학이	AACSB(국제경영교육인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조영복	학

장(연구책임),	곽선화	부학장(연구관리),	김동일	경영연구소	소장(보고서	작성	총괄),	송태호	교수

(보고서	검토),	리키박	교양교육원	객원교수(보고서	작성),	김지은	조교(보조)를	위원으로	AACSB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	12월에	보고서(Initial	Self	Evaluation	Plan)	제출을	목표로	내용을	준비	중이

며	보고서	통과	이후	Self	Evaluation	Plan(2년	소요)을	제출해	통과하고	Pre	Review	Team	방문심사	후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

다.	현재까지	보고서	작성과	교육품질관리	관련	교육세미나	참석(5월	베트남	하노이,	7월	서울)	및	인증획득기관	방문,	자료조

사	등이	이루어졌다.	AACSB를	획득하게	되면	교육목표와	학생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활동에	반영할	

수	있고,	세계적이고	전통있는	인증을	통해	대외	인지도	획득	및	국제화	지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관련International AMP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동문회Alumni AssociationMBA 경영대학원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김성수 교수(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초청 세미나 진행

지난	7월	6일	수요일	경영대학	B동	218호에서	경영대학과	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김성수	교수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초청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회계부정(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Financial	Irregularities)”을	주제로	최종서	교수와	

이찬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학부생과	전공	대학원생도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김성수	교수는	대외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우수교수	초빙사업’에	선발

되어	하계	계절학기	동안	‘재무분석’	강의를	원어로	진행했다.

제 66기 입학식

3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제66기	입학식이	열렸다.	이

날,	강홍숙	외	63명이	입학하

였으며,	최병우	부산대	AMP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맡아	입학생	모두가	AMP의	일원이	

된	것에	축하의	뜻을	진심으로	전했다.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시상,  
부산상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지난	3월	23일	수요일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동문,	교수,	학생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시상과	부산상대	총동문

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학교측	주관으로	시상식이	진행

되었으며	수상자는	이종호	명예교수,	윤병찬	동문(70학번,	프라임통상	대표),	김정수	동문(74학번,	전	삼성물산	부사장),	이영

활	동문(76학번,	부산과학관장),	최해범	동문(76학번,	창원대	총장),	김태석	동문(77학번,	전	여성가족부	차관,	한국	건강가족

진흥원	이사장)이다.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부산상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란다.

정기총회는	각종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년간	동문회의	발전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석헌	회장은	이임사에서	동문들에	대한	감사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후임	양일상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선	회장님들이	잘	닦아	놓으신	동문회의	기틀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동문회기	이양과	전임	회장에	대한	재직

기념패	전달,	케이크	커팅	및	건배	제의로	회장	이·취임식이	마무리	되었다.

선후배 간담회

4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최고경영자과정	강

의실에서	AMP	66기와	AMP	

총동문회	집행부와의	선후배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병우	

부산대	AMP	총동문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AMP	총동문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후배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워크샵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

일	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워

크샵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

날에는	현대호텔에서	경주

와	신라	이야기	(강연자	:	조

원영)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조원영	합천박물관	관장님의	인솔	하에	경주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모두가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부합동강의

6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

분에	부산대학교	상남국제

회관	효원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부부합동강의가	열렸

다.	이날,	김영식	천호식품	회

장(前	AMP총동문회	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AMP	66기생과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여	

만찬을	즐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MBA 총동문회
2016년	6월	8일	19시,	부

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

탈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전상우	MBA	동문회장,	전호환	

부산대	총장의	축사,		조영복	경영대학원장의	감사패·위촉패	

전달식,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전상우	경영대학원	

MBA	총동문회장은	경영대학	총동문회의	새로운	조직,	진행

예정인	신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전호환	부산대	총장

은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축하,	부산대학교의	미래상,	이

를	위한	원우들의	노력촉구에	대해	언급하며	MBA	총동문회	

정기총회에	축사를	전했다.

사랑의 밥차
2016년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4시

까지	부산시청	녹

음광장에서	사랑의	

밥차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MBA원우	및	가족,	

지인들이	참여하여	학문연마를	통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

을	함양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

었다.	이번	행사로	제	3차를	맞은	사랑의	밥차	행사는	매년	2

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꾸준히	봉사	정신을	이어가는	숭고

함이	잘	드러나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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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대 산악회 백양산으로 정기산행

지난	6월	25일	토요일에	부산상대	산악회의	6월	정기	산행이	백양산	

갈맷길에서	실시되었다.	김유일	전	학장과	최태열	산악회장,	이종주	산

행대장	등	총	17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오전	10시에	신라대	운동

장	입구에서	모여	출발하였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백

양산	일대	산행을	완주하였으며	이후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점	활성화	되어가는	부산상

대	산악회의	산행에	더욱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동문회Alumni Association 동문회Alumni Association

부산상대 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전달 

지난	5월	4일	수요일	경영대학장실에서	양일상	상대	동문회장,	전석헌	고문,	조영복	경영

대학(원)장,	김종기	경영대학원	부원장,	최승조	사무총장	등	경영대학	보직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부산상대	동문회	예산	1,200만

원과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수상자	발전기금	8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경영

대학과	경제통상대학에	각각	1천만	원씩	전달하였

다.	발전기금	전달식	후	진행된	오찬	모임에서는	상

대동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우뚝	설	상대동문회를	위해	

동문가족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제4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6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통도	파인이스트	CC에서	동문가족과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

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는	뉴	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9개	

조로	편성되었으며	양일상	상대	동문회장과	최종열	전	학장,	허화	

명예교수	등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양일상	상대	동문회장이	300

만	원,	옥상곤	수석부회장이	200만	원	등	각	동문들이	찬조금과	찬

조물품을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행사를	마친	후에

는	부산대역	근처	식당에서	만찬이	진행되었다.	푸른	잔디	위에서	동문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란다.

부산상대 동문회 신임 집행부 회의 진행 

지난	5월	19일	목요일	부산대	근처	식당에서	부산상대	동문회	신임	

집행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양일상	동문회장과	옥상곤	수석부회장,	

최승조	사무총장	등	총	15명의	집행부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등반대회,	골프대회,	

밴드	활성화,	모교	지원,	동문회	재정	확충	등의	사안에	대해	진지하

고	깊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임	집행부	일동은	동문	선후배님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신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부산상대	동문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신임	집행부에	박수를	보낸다.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효원가족 등반대회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넉터	운동장	

및	금정산성	내	다목적	광장에서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효원

가족	등반대회	및	상과대학	유학생	단합대회가	열렸다.	본	행사에는	

동문가족과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약	1,000여	명이	참여하

였으며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0여	명도	참여

하여	더욱	행사를	채워주었다.	또한	상대	재학생들이	산행간	안전요

원을	맡았고	부산상대	동문회는	3년	연속	최다	참가상을	수상하며	저

력을	과시했다.	세계최강!	부산상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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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교류본부에 대해서 소개 부탁 드립니다.

본관 6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외교류본부는 부산대학

교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전

담 기관입니다. 대외교류본부는 외국대학과의 교류 추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부산대학교 구성원

들을 글로벌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우리대학은 2014년 현재 기준, 43개 국가의 400여 개

의 대학 및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학생교환 프로그램, 단기파견 프로그램, 공동 연구, 

학술자료 교환 등 국제학술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

으며 연간 1,000여 명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학

생 개인의 Needs에 맞추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단기 계

절학기 프로그램, 정규학기 프로그램, 학과/대학 단위 프

로그램 등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ampus 

Asia 프로그램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

로그램 별 상세 정보는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에( http://

international.pusan.ac.kr )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외교류본부는 말 그대로 대외,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일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을 관장

하며 그 대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모두 해당됩

니다. 예를 들어 외빈이 방문할 경우 의전업무도 대외교류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보내기 위

해서는 학술교류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상호 학점인정과 

등록금 문제를 협의하고 파견 대학교를 늘려가는 것이 대

외교류본부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학생

들을 밖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

학생의 체류지원도 대외교류본부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입

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학술교류협정, 학술행사를 위임하

고 있지만, 학교의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대외

교류본부입니다. 대외교류본부는 앞으로도 자매결연 대학

을 언어권역 별로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학생

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외로 많은 일을 하시면서 겪으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생파견, 학점인정 등 대외교류본부의 업무는 외국대

학과 우리학교 학사과, 해당학과 등 여러 부서가 긴 시간 

동안 같이 일합니다.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업무를 하다 보

면 학생들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협의된 사항이 취소가 되

어버릴 때 조금 괴롭습니다. 또 다른 입장으로서는 항상 어

깨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여

러 대학과 미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

팅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담당자직급이 아니라 총

장, 부총장 급 인사입니다. 부담되고 어깨가 무겁지만 기

죽지 않고 Professional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선 아시아태평양 칼리지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

니다. 아시아태평양 칼리지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대학

교와 규슈대학교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계방

학 프로그램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1주일, 규슈대학교에서 1주일간 진

행되며 동아시아지역 관련 강의, 필드워크, 현지기업 인턴

십,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쉽게도 학

부 1~2학년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최대 

장점은 전액 장학지원으로 공식 경비가 없이 참여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천으로는 단기파견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매년 2~3월에는 하계방학 파견을, 8~9월에

는 동계방학 파견을 모집합니다. 파견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8주로 각 대학별로 상이하며 외국대학 계절수업 또는 

영어·중국어·일본어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라살대학과 중국 하얼빈 공대는 기초지

식을 가진 학생이 가서도 잘 배울 수 있어서 재학생 만족

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대외교류본부에서는 PNU 

WILL(Writing and Interview Learning Lab to Study 

Abroad Program)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규학기 교환/

교비/기초학문진흥사업 해외파견 합격자들을 위한 파견 

전 Speaking과 Writing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

년 2학기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계방학에 처음 실시했으며 

2017년 1학기 합격자부터는 정규학기 교과목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학생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대외교류본부는 언제든 보

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경영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특수성이 없는데 자신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한국은 점점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공부

를 하기 보다는 외국에서의 상황도 겪어보고, 너무 YES만 

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외국인들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학습과 생활은 살아나갈 날들

에 있어 문제해결능력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

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특히 경영학과 학생들이 더 해외로 나가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

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 L U B  N E W S  동아리 소식

[학교기구소개]

대외교류본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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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여섯해를 겪고도 결국 적응하지 못한 홍콩의 무

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돌아갈 한국에는 어느새 가을 바람

이 분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산대학교 영어영

문학과를 졸업하고 막연히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에 

미국으로 떠났던 유학을 시작으로 한 15년여간의 외국살

이의 끝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상

이나 했을까요. 

어린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기차여행을	떠나는데,		

선생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배,	신호등,	터널을	찾아	

종이에	체크해야	하는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이	기차여행이	끝나고	

종착역에	도착해서	주인공	아이가	선생님께,		

“How are we getting home?”이라고	물으니,		

선생님께서	“We are home. You were so busy 

spotting things, you did not even notice that the great 

big train had gone in a great big circle!”이라고	대답하지요.	

이 칼럼을 빌어 제가 지난 15년간의 짧지 않은 여정에

서 무엇을 찾았는지, 그리고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시작하

는 새로운 여행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이는 저에게 친구

들은 “계획의 여왕”이라는 촌스러운 별명을 붙어주었습니

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의 지난 15년은 제가 애초에 계획

한 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석

사 학위를 받고 20대 초반 난생처음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 그로 인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정말 추운 펜실베니아에서 박사공부를 하게 된 것, 난 역마

살이 두개나 있다더니 정말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홍콩

으로 첫 부임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물론 부산대학교 경영

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된 것, 이 모든 일들 중에 제가 미리 

계획한 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해지는 법’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surprise’에 당황하지 않고 좋은 기회

로 만들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

야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저마다

의 개성을 가진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그리

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자로서의 저에게도 ‘think 

out of the box’하는 유연함은 꼭 지녀야 하는 덕목일 것입

니다. 

이제 고향에서 시작하는 이 여행에서는 또 어떤 것들

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세상

의 수많은 직업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

히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직업이 셋이 있다고 합니

다. 의사, 종교인, 그리고 ‘교육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구를 통해 지식

을 창출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영향이 긍정적인 변화와 발

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

여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그리고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열

정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C O L U M N  교수 칼럼

부산대 칼럼
신임교수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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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일하고 있

습니다. 공과대학을 나와서 회계에 지식이 부족하여도 동

료나 상사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일반 상고를 나와 야간대

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전산실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평판

을 받아 적기에 승진도하고 문제없이 생활해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소위 S대 법·상대를 나와서 고문관으로 낙인

찍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조금 부족하여도 상대방의 얘기를 경

청하고 웃으며 상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

한 덕목입니다. 상대 선배 중에 학창시절 늘 막걸리 먹고 

써클에서 노래 부르던 분이 L대기업에 들어가서 모든 상사

를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부르고 50대 초반이면 대부분 퇴

직해서 나오는데 60대 중반인데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

는 선배도 계십니다.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다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업무는 정통해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

무를 맡기면 실수 없이 하는 사람으로 신뢰를 받아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면 신뢰

C O L U M N  동문 칼럼

사랑하는 효원가족 여러분
경영 75, 前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장 前대전중앙기술평가원 원장 박준상

사랑하는	효원가족	여러분	저는	75학번	경영학과	박준상입니다.	

글솜씨도	없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	후배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의	세대는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라	취업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일부	동료들이	IMF를	맞아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심한	경쟁과	불안	속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직에서 별 이유 없이 승진이 누락되고 불

이익을 받는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사이

동 때 소문이 나서 서로 안 받으려고 인사부에 얘기되는 당사자

가 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셋째로 회사의 여러 업무 중 자신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업

무가 있으면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을 익히는 등 전문가가 되

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술주정제조회사에 입사해서 생산현장직

원으로 근무하다 방통대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원에 들어가 주정

에 관한 공부를 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회사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아 62세인 지금까지 공장장으로 회사의 필수인원으로 

아직 근무하고 있는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빨리 갑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다보면 은퇴 후 

취미도 없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복

감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틈틈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

히 중요합니다. 

입사하기도 힘든 시기에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 마

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세월은 빨리 간다는 점을 

늘 상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후배님들 되시

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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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인터뷰] 

부산삼진어묵 
삼진어묵에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어묵 전략기획과 홍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만식이라

고 합니다. 삼진어묵은 부산시 영도에서 1953년 개업하여 올해로 창립 64주

년을 맞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은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어묵 공장 중

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어묵 업계에서는

최초로 어묵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삼진어묵을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삼진어묵은 어묵탕 재료에서부터 간식용 어묵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키는 제품들을 출시해왔습니다. 삼진어묵의 다양한 어묵들은 전국 16개 

직영점에서 하루 3만 개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어묵으

로는 치즈말이어묵, 고추튀김어묵 등 수제 어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

고 우수한 품질의 어묵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그 맛을 인정받아, 어묵의 본

고장이라 불리우는 일본으로 우리 상품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묵에 대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셨는데 기존

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묵이라는 음식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묵이 비위생적인 식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묵은 바닷가 근처에서 수공업 방

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생이나 식품 안

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식품이었습니다. 어묵이 가진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는 제

조 공장을 통유리로 설계했습니다. 

어묵을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통유리 안에서 어묵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최신화 된 공장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어묵을 보시면서 차츰 기존의 위생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묵은 메인 메뉴가 아닌 반찬용 식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의 어묵은 어묵

탕이나 어묵 조림 등 반찬의 일종이나 술안주로 간주

되는 식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묵에 대한 고

정관념을 깨기 위해 어묵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묵 고로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신메

뉴를 개발하여 어묵 또한 빵과 마찬가지로 식사, 간식 

대용의 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찬이나 음식의 재료의 일종

이 아닌, 한 끼의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어묵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삼진어묵의 인기에 힘입어 삼진어묵에 입사 경쟁률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

일까요?

최근 들어 우리 삼진어묵을 선택해주시는 입사 지원자 

분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해 하

반기 공채에서는 16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경쟁률의 이면에는 다소 

씁쓸한 이야기가 있다. 부산에는 대학교가 매우 많습

니다. 실제로,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가장 

대학교가 많은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졸

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막상 학

생들이 전공을 살려 입사할 만한 부산의 토종 기업들

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삼진어

묵을 많이 찾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

제로도 우리 삼진어묵을 제외하고는 어묵공장에 마케

팅팀이나 관리팀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의 관리직만을 두어 생산관리 측면에만 

신경을 쓰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부산어묵은 최근 5년 새에 직원이 45명에서 

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도 2년 만에 82억

원에서 530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

다. 구직자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삼진 어묵이 성장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 우리 삼진어묵이 

더욱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나 복지제도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실정입

니다. 하지만, 우리 삼진어묵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대되는 가치주 같은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은 분들이 삼진어묵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실제로, 관리팀의 직원 

분들 중에 유난히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보였다) 직원

들의 평균연령 또한 매우 낮아졌고, 수직적 조직문화

를 벗어나 수평적이고 선진화된 조직구조로 바뀌어 가

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 

데다가 평균연령 또한 낮아 직위에 무관하게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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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제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부산이 제 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노력해야할 부분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라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삼진어

묵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어묵은 최

근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부산의 어묵공장들

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삼진어묵

이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재덕 

창업주의 손자 박용진 관리실장이 경영에 참여한 때부

터입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박실장은 기존

의 단순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의 어묵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10개 미만의 품목 

수를 60여개로 늘렸고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

서 어묵을 즐길 수 있도록 공장과 가게 인테리어도 모

두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진 어묵

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묵공장들은 7,80년 대 

초반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이었지만 혁

신이나 변화 없이 수십년 째 같은 제품만을 생산해왔

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미지 또한 상

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식품 

산업이라는 것도 패션이나 IT산업 못지않게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음식들

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어 나오는데 이러한 경쟁시장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항상 마케팅

이나 혁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산에는 오랜 역사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

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생산 방식, 기존의 마

케팅 방식만을 고수함으로써, 시대에 뒤쳐져 주목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산이 과거의 

국내 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

한 수많은 영세 기업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세련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고객

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자체의 관

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타 지역 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가질 수 있게 통합되고 일관적인 마케팅, 유통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삼진어묵은 이를 위해 고객들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묵이 빵과 같은 식사 대용

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잡기 위해 고객

들의 시선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객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묵은 아직 빵만큼 다양한 제품이나 마케팅 요소가 

갖춰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묵도 하

나의 식사 대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제품 개발

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의 장기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삼진어묵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어묵 기업이며,최

근 들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베이커리 형

태로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어묵을 먹는 나라가 일본과 한

국 밖에 없습니다. 또, 삼진어묵이 가진 가장 큰 무기

가 다양한 제품과 뛰어난 마케팅인만큼 국내 시장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자 항상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삼진어묵은 올해 중국

과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진어묵의 다양한 어묵이 중국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

람이 있는 곳이라면 유럽이든 미주든 어디든 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삼진어묵은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서 사랑받는 어묵 전문업체로 성장하여 한국의 미식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신 한류의 기수로서의 역

할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가 조언까지 해줄 사람은 못되는 거 같지만 (웃음) 

입사 시 면접을 진행해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 기준의 스펙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도 대답을 못하는 경

우가 상당히 많아 안타까웠던 적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자신

만의 꿈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온 학생들이 본인의 꿈이 무엇이

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한번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들,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지를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TOEIC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

보다도 자기소개서에 채워져 있는 몇 줄의 말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을 말

하자면, 자기소개서에 한 줄 적기 위해 단발성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 봉사 등 1년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학생, 음악이나 운동과 같은공부 

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오랜 시간 꾸준히 지

속해 온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학생

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롱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융복합의시대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전공한 것 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 개 있

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업들은 인

재를 뽑을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

양한 분야에 고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MS, GE 등의 초 

일류기업부터 우리나라의 CJ, 삼성, 카카오 등 굴지의 

대기업들도 직함을 없애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서 살아남

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인 문화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도 자신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이라는 분야 이외에 자신만이 가

질 수 있는 제 2의 전공이나 특기를 찾아보고 이를 기

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자신만의 독특한 only one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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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획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경영학과 수업 중 마케팅 원론 수업을 듣고, 기획과 

PPT 제작이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영

학과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정략적이고 딱딱하다고 생각했

었는데, 마케팅(광고)은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말랑

한 학문 같아 더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에 PPT 제작도 재미있었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

해서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

는 직업이 광고기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고 기획자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학 생활에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았다]는 것 입니다. 전역 이후

에 [기획력], [PPT 제작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3가

지를 기획자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생각하고,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먼저, 기획력에 있어서는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

다. 하지만 수상경험은 없습니다.하하. 학교 수업이나 관련 

서적, 공모전의 우수한 수상작들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 기획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상의 유무를 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획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모전을 하면서 제가 기획하는 것들

이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이후에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획한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PT 제작 능력은 방학기간 동안 학원을 다

니며 일러스트, 포토샵 등 디자인 툴들을 배웠습니다. 기

초에서 고급까지, 툴이 숙달 될 때까지 배웠습니다. 현재

에도 이러한 스킬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

반 상경계열에서 능숙한 디자인 툴 사용이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광고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교류하고 

함께 일하고 작업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소

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 수업에서의 팀 과제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팀 과제를 할 때 한 번도 제가 

나서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고기획자뿐만 아니

라,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직무에서 남들 앞에 나서서 발표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많

은 경험을 통해 숙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가 바로 

팀 과제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로 돌아간

다면 반드시 나서서 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처럼 저 나름대

로 필요한 역량을 설정하고 그 역량을 키우고자 다양한 활

동들을 해나갔습니다.

***광고대행사 입사를 준비한 과정은 어땠나요?

4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대기

업 계열사의 광고대행사 입사는 문이 매우 좁기 때문에 힘들

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견 대행사에서 

경험을 쌓고 대기업 경력직 입사를 준비할지, 힘들더라도 처

음부터 대기업 대행사 입사를 준비할지 고민하였습니다. 현

업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은 

어리기에 대기업 대행사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으나,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웬만한 대

행사의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학점, 

어학점수, 수상경력 등] 흔히들 말하는 [스펙]만으로 봤을 

땐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역량과 경험

에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

이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던 때에, 롯데 그룹의 [스펙태

클 오디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펙은 전혀보지 않고 기업

에서 제시하는 미션에 대한 기획서를 통해 서류와 면접을 진

행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기획서를 통해 서류

와 면접을 통과하였고, 대홍기획의 인턴에 최종합격 하였습

니다. 참고로 대홍기획은 인턴을 통해서만 채용을 진행합니

다. 그렇게 진행된 8주간의 인턴 기간은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

니다. 매주 쓰는 기획서와 발표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인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

습니다. 그렇게 8주간의 인턴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하여 8월 롯데그룹 대홍기획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펙은 별로지만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한 자신

감이 있다면, 강력 추천하는 전형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힘들었던 것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거나 상담할 사

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관련한 진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소수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업계에 갓 취업한 선배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

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하셔도 되며, 도움

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기획사 ‘대홍기획’ 취업 수기
경영학과 09학번 김준석

안녕하세요.	경영학과를	졸업한	09학번	김준석입니다.	

저는	롯데의	광고기획사인대홍기획에	2016년	하반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홍기획어카운트솔루션 본부 경영학과 09학번 김준석

mykjs0318@naver.com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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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노정희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최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부채

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퇴직급여부채 추정 시 사용되는 할인율

이 낮아져 기업들의 퇴직급여부채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증시약세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연금자산

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퇴직연금자산의 공정가치

가 낮아져 적립되지 않은 퇴직급여부채(이하, 순연금충당

부채)는 크게 증가하였다.

순연금충당부채가 큰 기업은 향후 지불해야 하는 퇴직

급여를 위해 더 많은 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이 

법적으로 권고하는 최소수준에 미달하여 적립된 경우, 3년 

이내 이를 해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

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

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우선

변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시 

퇴직금채권이 1순위로 변제되므로 순연금충당부채에 관한 

정보는 채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급여 회계정보가 채권투자자

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DB형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한 국내 기업

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다. 나아

가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의 변화가 향후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순연금충

당부채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과소적립과 과대적립에 따라 비대칭적이

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서 제시하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으로 과소적립과 과대

적립으로 표본을 나누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인

지를 검증한다.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법적으로 정한 최소적립금 수준 

이하로 적립한 기업의 경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

금을 납입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미

래 기업의 현금흐름유출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채권자

로부터 퇴직급여 수급자로의 잠재적인 부의 이전을 뜻하

며 이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일 소지

가 있다(Cardinale, 2007; Carroll and Niehaus, 1998; 

Wang and Zhang, 2014). 더욱이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시, “퇴직급여등”은 다른 채권보다 1순위로 우선적으로 변

제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

조). 따라서 부도 발생 시 퇴직급여 수급자들이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므로 과소적립 정도가 큰 기업일

수록 채권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채권자

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높아질수록 채권자들은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회사채 신용등급에 반영된

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한다.

가설1-1 :			DB형	퇴직급여자산의	적립수준은	회사채	신용등

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DB형	퇴직급여자산의	적립수준의	변화는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DB형의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퇴직연금자산의 최소수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때문

에 퇴직연금자산의 적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 유출정도는 법적 최소수준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이다

(Rauh, 2006). 기업이 당기에 퇴직연금자산을 과소적립하

면 차기에 의무적으로 추가적립을 해야 하지만 과대적립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의사에 맡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과소적립이냐 과대적립이냐에 따라 

순연금충당부채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

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and Henderson, 1983; 

Maher, 1987; Carroll and Niehaus, 1998; Cardinale, 

2007). 또한 퇴직연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의무적립이 내

부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는 과소적립 수준이 심각한 기

업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Rauh, 2006; 

Rauh, 2009; Wang and Zhang, 2014). 따라서 국내시

장에서도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적립과 과대적립에 따라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1 :			DB형	퇴직급여자산의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

급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적립이냐	과대적립이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2 :			DB형	퇴직급여자산의	적립수준의	변화가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적립이냐	

과대적립이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모형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선행연구(Kaplan and Urwitz, 

1979; Carroll and Niehaus, 1998; Iskandar and 

Emery, 1994; Chen et al. 2007; Wang and Zhang, 

2014)를 참고하여 신용등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퇴직

급여 지급재원의 적립수준을 주요독립변수로 하며 레버리

지 비율, 규모, 베타,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등을 통제변

수로 투입한다. 또한 종속변수와 주요관심변수 사이에 발

생 가능한 내생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신용

등급은 t시점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들에 대해서는 t-1

시점으로 측정한다.

식(1)을 이용하여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가설1-1을 검

증하며 표본을 과소적립(UF)과 과대적립(OF)으로 나누어 

가설2-1을 검증한다. 또한 수준변수(level variable)인 식

(1)을 변화량 변수(change variable)로 나타낸 식(2)를 이

용하여 가설1-2와 가설2-2를 검증하되, 전체표본을 대상

으로 가설1-2를 검증하며 표본을 과소적립(UF)과 과대적

립(OF)으로 나누어 가설2-2를 검증한다. 이 때 식(1)의 경

우 종속변수는 서열순위(ordered rank)변수이므로 순서형 

프로빗 분석(ordered probit analysis)을 실시하고 식(2)

의 경우 종속변수는 신용등급의 변화량이므로 OLS 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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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1과 가설2-1이 타당

하다면 식(1)과 식(2)의 과 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값이 보일 것이다. 또한 가설1-2와 가설2-2가 

타당하다면 전체표본을 과소적립(UF)과 과대적립(OF)으

로 분류한 표본 중 과소적립(UF) 집단에서 과 은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보일 것이다. 

<표 1> 연구 모형 및 분석 결과

Panel A  퇴직급여 적립수준(PFL’)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Ordered Probit 분석

식
 

		 All	firms UF OF

PFL -0.85 *** -0.66 *** -0.39 		

z	value (-11.35)	 		 (-4.32)	 		 (-1.57)	 		

likelihood	ratio 4050.19 *** 1245.66 *** 2657.3 ***

pseudo	R² 0.23 		 0.17 		 0.29 		

N 3194 		 1452 		 1742 		

Panel B  퇴직급여 적립수준의 변화(△PFL’ )이 신용등급의 변경(△CR)에 미치는 영향 - OLS

식
 

		 All	firms UF OF

△PFL -0.74 *** -1.63 *** -0.12 		

t	value (-3.69)	 		 (-3.55)	 		 (-0.69)	 		

F	statistics 2.4 *** 1.95 *** 1.76 ***

0.03 		 0.04 		 0.03 		

N 2630 		 1169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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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은 

회사채 신용등급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

로 당기의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낮을

수록(높을수록) 차기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은(높은) 경향

이 확인되었다. 또한 적립수준이 전년도 대비 감소(증가)하

는 기업일수록 다음해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상승

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적립수준에 미달하는 과

소적립기업들에게서만 관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급여 

지급재원의 과소적립과 과대적립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

치는 영향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기여점

본 연구는 퇴직급여 회계정보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서 기여점

을 가진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퇴직급여 회계정보를 

이용한 본 연구는 향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최근 증시약세와 저금리로 인해 회사채 시장

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 더욱이 최근 경기

부진으로 파산신청 접수기업은 급증하였으며 자금난에 시

달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퇴직금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적립 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참가자들의 의

사결정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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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그저 막연하게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한번은 꼭 경험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러나 막상 대학생이 된 후로는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이 많

이 희미해져서 지원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다 휴학 기간 동안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몇 달간 공부하

면서 중국에 가서 생활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지원 준비를 하느라 지원하고 결과를 기

다리는 중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선발이 확정되고 

나니 그제야 이런저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여태껏 중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온갖 걱정

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견되었던 학교는 산동성 위해에 위치하고 있는

데, 위해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

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

에 학교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이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유학생을 위한 

커리큘럼과 행정 시스템들이 잘 되어있고 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SICA라는 버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

국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

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동아리, 여행 

동아리 등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분야가 있

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중국어 실력을 늘리고 중국 친

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SICA

활동과 더불어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에 몇 번 참석해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지

내기도 했습니다. 산동대학 위해캠퍼스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한국음식이나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

문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유학생이 많기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면 다른 지역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 산동대학(山東大學)  
교환학생 수기
경영학과 13학번 김보경

개인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보다 학교 밖에서 얻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기

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 목표는 

중국어 실력 향상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는 것이었습

니다. 많은 곳을 다녔던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도시마다 다른 특색과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특히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상

해와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리장 고

성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나라 자체가 크다 보니 지역별 차이점도 정말 많았는

데 북방지역과 남방지역의 발음과 억양이 판이하게 달라

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두 중국인이 대화를 하는데 중

간중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었습니다. 또 발음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차이가 있었습니

다. 한 예로 제가 공부하던 산동성 사람들의 생김새는 한국

인들과 거의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웠던 반면에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장족의 경우 피부가 비교적 까무잡잡하고 이목

구비가 뚜렷해 같은 중국인인데 마치 각자 다른 나라의 사

람 같았습니다. 

처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면서도 위생적이지 않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

황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

러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에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

들도 있었지만 정말 편견이었구나 싶은 부분들도 많았습니

다. 실제로 무단횡단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화장실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은 불편했지만 시끄럽고 매너가 

없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았던 예상과 다르게 제가 만났던 대

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이었고 친절해서 제 기억 속에 중

국은 아직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 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기간 동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좋은 추억과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고 한편으

로는 여유롭게 생활하며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긴장과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교환학생 생활은 중국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바꿔주었고 제 

시야 또한 넓혀주었습니다.

얻는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환학생

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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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1학년	때부터	저의	꿈을	찾기	위해	

취업설명회나	각종	행사	등을	찾아	다녔습니다.	

한	번은	상상Univ라는	곳에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의	취업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움이	즐겁고	또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며	‘나도	저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융권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지난	5개월	간	활동했던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린 활동을 하자!

금융권을 꿈꾼다면 누구나 관련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공모전부터 기자단, 모의주식투자대

회, 홍보대사까지 너무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어떤 걸 해야 할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

다. 하지만 평소 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

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제가 꾸준히 내세웠던 저의 무

기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한 번 만

난 사람이라도 나의 인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노래 가

사에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꿈에 그리던 신·대·홍 24

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0여 명이 합격하는데, 합격 이후엔 1박 2일 오리

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실제 행원 분들이 연수를 받는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원 분들과의 새로운 인연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연수

원은 밥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그 명성에 걸맞게 아

침부터 대게, 파인애플 등 산해진미를 이 곳에서 맛볼 수 있

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도중에는 회장, 부회장, 온라인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합격한 100명 중에 60명이 서울팀이라 회

장, 부회장은 서울팀에서 뽑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

인장의 경우 전체 100여명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SNS를 즐겨하고, 여러 페이지의 운영자였던 점을 어필

하여, 막내였지만 신·대·홍 전체 온라인장에 뽑힐 수 있었

습니다. 평소 경영학과 수업을 듣다 보면 PPT를 만들 기회

가 많이 오는데 그 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온라인장의 경우 뉴스카드를 매번 PPT로만들어 페

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 팀플 시간

에 만들어 놓았던 PPT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대·홍과 함께한 5개월

이제부터는 신·대·홍 5개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

다. 지역별로 한 팀 당 8~10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

산팀의 경우 각 학교별로 1~2명으로, 팀명은 ‘맘스터치’ 였

습니다. 신한은행의 모토인 따뜻한 금융에서 착안하여 ‘따뜻

한 금융으로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죠. 

저희 팀은 1주일에 한 번씩 서면지점에 마

련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

다. 신한은행 측에서 회의실

과 각종 다과를 마련해주어 

장소 걱정을 할 필요가 없

어 너무 좋았습니다.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후기
경영학과 14학번 성희진

저희 팀은 팀명의 TOUCH를 5개월간 슬로건으로, 

Teenager, Old generation, US, Career, Harmony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   Teenager_ 10대를	위한	미니꽃씨	화분체험,	신·대·홍	미

니사진관,	비누방울	금융퀴즈,	환율교육	등

●   Old generation_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회관	급식봉사,	

S-미래설계,	어르신과	걷기	대회	등

●   US_ 우리,	20대를	위한	스트레스	떡메치기,	사회

초년생	CAR예절	퀴즈,	소망나무,	건강한	눈	

운동,	시험기간	배달의	신·대·홍	등

●   Career_ 직장인들을	위한	함께하는	거북목	

운동,	미소짓기	캠페인,	과일도

시락	전달	등

●   Harmony_ 전	세대를	아우르

는	소통을	위한	사랑의	편지	전

달,	소망나무,	호국보훈의	달	UN

공원	방문,	드림백	만들기	등

이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주로 신한은행이 

그 당시에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많은 분

들께 알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제 지점에서 은행업무(적금, 주식, 보험 등)를 간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신한 어린이금

융체험교실’에 1달에 1번씩 행원 분들과 참여하기도 했습

니다. 

저는 온라인장이었기 때문에 ‘신한은행대학생홍보대

사’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처음엔 홍

보부차장님과 과장님께서 특정한 콘텐츠를 만들라는 언급

이 없으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 도입한 것이 ‘CSR카드뉴스’ 였습니다. 실제 신한은행

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행원 분들 대부분이 주말

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검

색이나 ‘아름다운은행’ 페이지에서 소식을 얻어, 신한은행

의 사회공헌활동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페이지에 게시하

였습니다. 또한 각 팀별 온라인장을 선정하여 매달 각팀

의 활동을 S20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

로 PPT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

니다.

끝으로 5개월 간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고 즐거울 

때도 많았고, 활동이 끝난 지금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

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팀원들을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날도 있었는데, 그 만큼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결과, 입사우

대와 더불어 활동우수자라는 영예를 안아 베트남으로 3박 

5일 여행을 가게 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신·대·홍과 관련하여 팁을 드리자면, 금융권 홍보대

사라고 해서 금융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

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무엇보

다 자신만의 ‘강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팀원들은 제각기 색깔이 달랐습니다. 언제나 편

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준 상호오빠, 한 

명 한 명 잘 이끌어나갔던 신혜언니, 힘들 때 으

싸으싸해 종찬오빠,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

어낸 재호오빠, 꼼꼼하게 총무역할 수행해준 해

민이, 항상 앞장서던 새별이,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경원오빠와 현주까지 각자의 장점을 어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학우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

라면서 글을 썼는데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

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어떤 활동이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

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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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I C I P A T I O N  주요 행사 및 참가기



장학기금_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CPA수험생지원_ 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학술연구기금_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국제교류기금_ 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 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개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경영 발전기금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 특별목적기금
●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적성 축적기금
●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1대)

●			평생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3,000만원	이상)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총장)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4중	택1)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노대섭		 48,000 김종태 | 대표	 20,000 김승영 | (주)금영	대표	 10,000

김일곤 | 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흥 | (주)정관	대표	 20,000 조관승 | 회계사	 10,000

노선호 | 풍경정화(주)	대표	 30,000 최신형	 18,000 최종열 | 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 |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 | (주)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 | (주)삼정	대표	 30,000 강판수 | (주)청강	대표	 15,000 정판덕 | 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 | (주)피앤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생 | (주)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 |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 | (주)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 |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이원태 | (주)경일통상	대표	 10,000 최춘식 | AMP동창회장	 10,000

구자봉 | (주)미래파크	대표	 20,000 김승영 | (주)금영	대표	 10,0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 (주)경국	대표	 5,000 이해주 | 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 | 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 |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최정환 | 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 | 대광닛불(주)	대표	 1,000

이정상 | 보생	대표	 3,000 박철병 | 성도회계	지사장	 2,000 장지환 | 성도회계	지사장	 1,000

박수만 | 용진건설(주)	대표	 2,500 방수한 | AMP52	대표	 2,000 곽선화 | 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 | AMP50	대표	 2,500 김영식 | AMP골프회장	 1,000 김태혁 | 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 | 용신건설	대표	 2,500 안태원 | (주)한아	대표	 1,000 조영복 | 경영대학	교수	 1,800

류    열 | 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 |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 | 경영대학	교수	 1,500

이재술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00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 원 동 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헌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화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경영 발전기금 사용목적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상과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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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

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2010년 9월~ (단위 : 천원)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  약 400,000

33기	 27,000 41기	 35,000 46기	 23,000 51기	 29,500 56기	 17,000

36기 	 23,500 42기	 26,500 47기	 34,000 52기	 21,500 57기	 26,000

37기	 29,500 43기	 35,000 48기	 29,500 53기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기	 30,500 44기	 23,000 49기	 29,500 54기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기	 27,500 45기	 32,500 50기		 24,500 55기	 26,500 MBA 37기	 2,500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이병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	 10만원(2008년	6월부터)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김성자 | 베델농산	대표	 10,000 최병오 | 패션그룹	형지	회장	 20,000 김종관 |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유일 | 경영대학	교수	 10,000 AMP 총동문회	 3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안   승 | APM28대	총동창회장	 10,000 전상우 | MBA	43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종열 |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 경영대학	교수	 10,000 강병춘 | 금오기전	 11,000

주영찬 | APM	60	 10,0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문성욱 | 용원개발	대표	 5,000 김재오 | AMP	59		 1,000 최윤영 | MBA	42		 1,000

김경희 | AMP		 59	5,000 배근호 | AMP	59		 1,000 곽지영 | MBA	43		 1,000

송미란 | MBA		 41	5,000 정동순 | MBA	41		 1,000 김영이 | MBA	43		 1,000

박철병 |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문병혁 | MBA	41		 1,000 김승태 | MBA	43		 1,000

장지환 |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이우영 |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김종범 | MBA	43		 1,000

강종민 |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손영표 | Mindsystem	대표		 1,000 김창완 | MBA	43	 	1,000

MBA 44기 원우회		 5,000 김대철 | AMP	55		 1,000 류제민 | MBA	43		 1,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조강래 | AMP	55		 1,000 박기원 | MBA	43		 1,000

김정교 | 경영대학	교수		 3,000 이우식 | AMP	55		 1,000 박동익 | MBA	43		 1,000

이상래 | AMP	59		 3,000 진병수 | AMP	55		 1,000 안지홍 | MBA	43		 1,000

민병권 | AMP	59		 3,000 김용오 | AMP	55		 1,000 이    인 | MBA	43		 1,000

정희자 | MBA	41		 2,000 김영식 | MBA	42		 1,000 이제용 | MBA	43		 1,000

손 인 | MBA	동문회장		 2,000 김동률 | MBA	42		 1,000 이창규 | MBA	43		 1,000

조규성 | MBA		 42	2,000 박미현 | MBA	42	 	1,000 강민권 | 거림베스트	 	1,000

김영순 | 교직원		 2,000 양길석 | MBA	42	 1,000 권란희		 1,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윤성차 | MBA	42	 	1,000 김현우		 1,000

황건호 | 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조비송 | MBA	42		 1,000 최민호		 1,000

채창호 | MBA	42		 1,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 5기		 2,300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 MBA	42		 500 김현준 | MBA	44		 300 이채성 | MBA	44		 300

전경준 | MBA	44	 	500 문주상 | MBA	44		 300 이현욱 | MBA	44		 500

김정석 | MBA	45	 	500 박기호 | MBA	44		 500 정명진 | MBA	44		 500

박미숙 | MBA	43		 300 신민화 | MBA	44		 300 조현진 | MBA	44		 300

이균봉 | 경영대학	교수		 200 신영섭 | MBA	44		 200 진순미 | MBA	44		 200

문희준 | MBA	42		 200 유용준 | MBA	44		 300 채현식 | MBA	44		 300

권춘오 | MBA	44		 500 윤미라 | MBA	44		 300 최정진 | MBA	44		 300

김민수 | MBA	44		 300 이기만 | MBA	44		 500 홍승표 | MBA	44		 300

김범석 | MBA	44		 200 이상부 | MBA	44		 500 홍정혜 | MBA	44		 500

김부미 | MBA	44		 300 이완범 | MBA	44		 300 황경선 | MBA	44		 500

김준우 | MBA	4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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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59기 	 25,000 60기		 30,000

61기		 46,000 62기		 23,000 63기		 40,000

64기	 	50,000

경영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 수 동 문

강상훈 (3) 김동일 (1) 김종기 (1) 서문식 (3) 이균봉 (1) 김홍근 (1) 한미영 (2) 김두성 (5) 김강수 (1)  이동은 (1)

고광수 (5) 김명종 (1) 김진우 (3) 엄철준 (3) 이장우 (3) 손 인 (10) 김상철 (2) 김승태 (5) 곽지영 (5) 박정일 (3)

김유일 (10) 김진욱 (1) 옥기율 (3) 장활식 (1) 최종서 (3) 김일우 (3) 전상우 (10) 박인규 (2) 김정열 (5) 전우철 (1)

김창호 (1) 이찬호 (1) 조영복 (3) 최종열 (10) 최상문 (3) 김형석 (2) 정광택 (5) 박기원 (1) 반태옥 (5) 김진영 (2)

홍태호 (3) 최수형 (1) 곽춘종 (1) 김기석 (1) 김정교 (1) 이종훈 (1) 박윤봉 (5) 최해관(2) 오상진 (1) 진은경 (3)

이진호 (2) 강정훈 (5) 전경준 (2) 이재훈 (3)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 (10) 구태우 (3) 김병선 (1) 문병현 (1) 이지희 (1) 김휘학 (5) 김동휘 (3)

정민수 (5) 오상표 (3) 홍영표 (1) 박진호 (1) 정원호 (1) 박일환 (3) 장호일 (3)

조정환 (3) 정동수 (3) 강병욱 (1) 성유득 (1) 조아라 (1) 공경태 (1) 조용환 (3)

성낙필 (3) 허재혁 (3) 권한수 (1) 이상후 (1) 천정봉 (1)

공병진 (3) 최정미 (1)  김도균 (1) 이주식 (1) 허태원 (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 (1) 김민희 (1) 강헌태 (1) 김영수 (1) 이광희 (1) 박근서 (10) 나용주 (5)

손정화 (1) 김정동 (1) 박상욱 (1)  이동계 (1) 이웅기 (1) 예상우 (5) 강명근 (2)

현물 기부 임동찬 | AMP61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박은주 | (주)엘큐어	 18,000 전상우 | 산인프라코어(주)	 5,000 김태명 | (주)케이시에스	 2,000

박창수 | (주)씨에스티	 12,000 김종현 | (주)펠리테크	 3,000	 최태은 | SKC(주)	 2,000

부산상대 동문	 10,049 효원회	 1,000 박상용 | MBA	 44	500

MBA 45기 원우회	 10,000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배건우 | MBA	45		 800 전인수 | MBA	45		 500 배병수 | MBA	45		 200

김명수 | MBA	45		 200	 채진호 | MBA	45		 200	 정회근 | MBA	45		 200

김경래 | MBA	45		 200	 함란화 | MBA	45		 200	 오승주 | MBA	45		 200

김   석 | MBA	45		 200 김도형 | MBA	45		 200	 이종헌 | MBA	45		 200

김			직 | MBA	45		 200 최종서 | 경영대학장,	AMP	64-65		 30,000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영희 | 금호		 10,000 조성제 | 원광종합건설		 5,000

최병오 | 패션그룹	형지		 10,000 이관길 |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 하나인치과병원		 10,000 경석회 | OB		 500 류제민 | 메트라이프생명		 50

전상우 |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옥미화 | 송원식품		 300 지대연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강병춘 | 금오기전		 10,000 박기호 | 세광산업		 300 홍승표 |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경영대 교수 상대동문회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김보두 |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5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율		 230

재능 기부

조광포토피아 | 사진촬영 창미사 | 현수막 만수출판사 |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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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조교

김지은

경영학과 12

김태일

오리털파카를	입고	있는	마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느라	조금	늦게	발행된	효원경영	10호의	배포를	마치자	말

자	11호	제작에	돌입하여,	또	무슨	소식과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할지	

열	오르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가득	채워진	소식지를	시원한	마음

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치	지나온	날씨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효원경영	11호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동안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

며	신나게	방학	스케줄을	채워나갈	시간에	소식지	제작에	열정

을	쏟아	부었던	우리	효원경영	기자단	학생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효원경영팀은	내년	3월에	새

로운	컨셉과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뵈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가	정말	금방	간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대학	생활도	벌써	중반을	넘어	4학년을	향해	가는	지금	효

원경영	편집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행운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경영	편집부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우리	경영대학과	제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운	여름	날	리모델

링	중인	회사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삼진어묵	김만식	이

사님,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멋진	효원경영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학생분들	교수님들,	특히	바쁜	와중

에도	후배들을	위해	좋은	조언	남겨주신	준석이	형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호를	하면서	나현이의	존재에	대

해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나현이가	저번	호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

로	효원경영을	떠나는	현기도	멋진	군인으로	잘	지내기

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효원경영과	함께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지은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영학과 13

임현기

어느새	2016년의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이	물씬	다가

왔습니다.	효원경영은	이번	호로	11호를	맞았고	저는	2학년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들과	교수님들,	MBA원우회분들을	포함한	모두에

게	공식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효원경영에	이번	호부터	참여하

게	된	저는	‘제	미숙함이	혹여나	효원경영의	명성에	폐가	되지

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일,	임현기	

편집부원들과	이나현	선배님,	김지은	조교님을	포함한	정

말	많은	조교님들,	많은	과동아리	회장님들,	경영대학	

학생들의	도움들과	응원들	덕분에	미숙하지만	11호

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알찬	효원경영을	위해	더

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캠퍼스에는	시원선선한	가

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효원경영	11호를	준비하며	

무더운	여름	함께	땀	흘리고	발걸음을	움직인	태일이	형과	새롭게	효

원경영	편집부의	가족이	된	우윤이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매번	친절하고	밝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김지은	조교	

선생님을	비롯한	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원경영	편집부	일을	하면서	경영대학의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한민국

의	훌륭한	경영인을	만난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훗날	저

의	대학생활을	돌아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은	효원경영	기자로서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내년이	졸업이기	때문에	이번	11호를	마지막으로	편집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7호부터	이번	11호까지	제	손을	거쳐	간	<효원

경영>을	보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마지막으

로	효원경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효원

경영이	더욱	더	발전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

영>은 여러분의 원고투

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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