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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E TI N G
학장님 인사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종관

대학의 발전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 나

갈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선배들

둘째, ‘자긍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과의 소통의 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

지킬 것이라는 기본적 신뢰가 약속되었기

교수와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실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30대 그룹 임원 수에서도 전국 대학 중 5위
권을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선배님들이 계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저는 감히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들께 세 가

셋째,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시고, 한국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지 약속과 두 가지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근대대학의 정신을 이어 받아, 자유로이

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합니다.

함께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
하며, 비판적 연구도 가능한 자유로운 학

국립대학으로서의 한계(교수정원, 학생비

화합과 협력의

먼저 세 가지 약속으로는

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대학의 분위기를

율, 교육시설 등)에 의해서 각종 평가에서

진정한 공동체,

첫째, 수도권 명문대학들과 경쟁되는 교육·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교수와 교수, 교수

최상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으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위계질서가 아닌

나, 경영대학 교수진의 연구 업적도 국내대

미래로 도약하는

지방 국립대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한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하고, 협력하는 교육

학 중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

경쟁력 있는 경영대학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연구

과 연구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시 희망하는 양질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으

역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것입니다.

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자긍

자제분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대학만을 졸업하고도 글로벌 리더, 한국

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있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학다운 문

언어와 문화, 자긍심을 지키고 있으면 잃었

취업과 희망하는 진로를 본인 스스로 반드

화를 경영대학이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던 국가도, 국력도 회복한 사례를 우리는

시 개척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미 선배님들께서는 그것

자주 보아 왔습니다. 올해는 CPA 합격자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능력이 대학평가에

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이 이러

수도 28명으로 다소 향상되어 50명 수준의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부심 있는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합격자를 배출하자는 목표도 세울 수 있게

BK21⁺ 사업과 금융전문대학원 유치가 경

효원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

되었습니다.

영대학의 연구역량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요합니다.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 선·후배

경영학과평가(2016)에서 8위를 차지하고

대응하지 못한 우리 대학의 책임도 충분히

동료 교수님,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있고,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제

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만 명 이상의 훌

연연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준

5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 원장에 취

륭한 동문들이 배출되어 세계 각지에서 활

임한 경영학과 김종관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영 가족 여러분!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둘째, 정부나 기업 등의 모든 조직에서 가장

첫째,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갖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효원경영

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교수님, 교직원, 학

가족들의 자존심과 무궁한 발전을 지켜나

동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로 그

다행히 신정부의 지방분권적 정책의 계승

습니다.

생, 동문여러분!

갈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는 교수진과 교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새로운 산업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

우리는 모두 효원경영 가족입니다. 비판과

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우리 경영대학은 1948년 상학부로 시작하

1970년대-1980년대까지 가정형편이 어려

과 미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고, 개인의 성공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고

격려도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 상과대학으로 60여년의 명성과 전통을

워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도 국립대학이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도

되어 경영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이끌어 나

계승하여 왔으며, 2010년 경영대학으로 분

는 장점에 부산대 상과대학에 입학하여 글

전적인 인재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

가야 합니다.

효원가족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리·독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학장님

로벌 리더로서 성장·발전해 온 선·후배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

해서는 전공과 진로트랙의 매트릭스 교육과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합니다.

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동문들께서는 경영대학의 현재의 위상에

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영대학장과

정을 설계하여 입학에서 취업까지의 완벽한

가라’는 평범한 교훈이 위기의 시대에 우

감사합니다.

적 명문 경영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영대학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리 경영대학에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 다소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주도의 수도권

제가 학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

공인회계사(CPA), 국제금융전문가, 공기

대학소식과 동문 선배들의 진취적 활약상

2017년 9월

그러나 현재 우리 경영대학은 QS 세계대

일극화현상이 근본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시

료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

업·대기업·강소기업 CEO, 고위공직자, 교

을 최대한 함께 공유하고, 격려하며, 후배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평가(2017년)에서 360위, 중앙일보 국내

대적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고 혁신적으로

신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경영

수, 전문 연구원으로의 다양한 진로를 열어

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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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
뉴스단신

AMA는 마케팅 분야 최고 권위의 세계적인 학회로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의 학문적 연

Main News

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논문 300여 편이

주요뉴스

발표되었다. 송태호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현업에서 당연시 되어왔던 교
차구매(Cross-buying: 고객이 연관된 다른 상품을 병행 구매하는 것)의 긍정적 효과와는

한국경영교육인증(KABEA)

대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여 실증적으로 증명하였고, 이 공헌을 인정받

5년 인증 획득

아 최우수논문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특히, 국내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진

우리대학이 2017년 8월 23일 한국경영교육

의 결과가 세계최고학계로부터 인정받은 매우 드문 경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증원(KABEA)로부터 학부 경영학과, 일
반대학원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5년 통합인

신종국 교수, 한국경영교육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증을 수여받았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경영학과 신종국 교수가 2017년 5월 27일 한양대에서 열린 2017년 한국경영교육학회 춘

서 개최된 인증수여식에는 곽선화 前경영대

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공동연구자 오미옥 박사, 홍정혜 박사과

학 부학장이 우리대학의 우수한 사례를 발

정생)

표하고 회원 대학의 참가자와 질의응답시간

신 교수 연구팀은 ‘제품 유형에 따라 온라인 구전 특성이 구전 수용 및 확산에 미치는 영

을 가졌다.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 SNS

심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에 제출하였

사용자의 온라인 구전(口傳) 특성을 반영해 ‘구전자 → 구전 지각 → 구전 수용 → 구전

고, 6월 14일~16일 2박 3일 동안 경영관에

확산’의 매커니즘을 밝힌 실증 연구로 학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 현장실사를 받았다. 실사기간 동안 전호

앞서 연구팀은 최근에도 ‘Do Eco-friendly VMD and Store Reputation Increase

환 총장의 면담부터 대학원 세부전공별 교

Satisfaction of Retail Customers ’와 ‘A Taxonomy of SNS Users: Social

수면담, 학생면담, 외국인 유학생 면담, 행

Surveillance and Self-surveillance Perspective’에 관한 마케팅 연구 성과를 SSCI 학

정조교 및 직원면담, 시설투어, 교육부총장

술지인 『Psychology & Marketing』에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면담으로 일정이 이루어져 우리대학의 모든

*우리대학은 2012년 8월 학부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2017년 8월 인증이 종료되었기에, 한국경

관계자가 인증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였기

영교육인증원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를 포괄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하

에 좋은 결실에 박수를 보낸다.

여 수여받았다.

Scholarship
장학

2017학년도 장학금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재원 장학생으로 수업료+기성회비, 수업료, 기성회비 1/2, 기성회

Prefessor News
교수소식

비 1/4 지원으로 나뉘었는데, 경영대학에서는 총 134명이 지원 받았고, 외부장학금으로는

김정교 교수, 제12회 회계학 교육공로상 수상

두을장학재단 1명 228만원, 롯데장학재단 1명 168만원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2명이 1,200

본교 경영대학 김정교 교수는 2017년 6월 15∼16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만원 등 총 11명이 외부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대가로

2017년도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제12회 회계학 교육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회계학 교육, 연구 및 실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
되는 학자 및 실무자를 분야별로 각각 1명씩 선정하여 교육공로상, 학술공로상, 실무공로
상으로 나누어 상금과 함께 시상하고 있다. 이 중 교육공로상은 매년 전국 대학에서 회계

University Events

학 교육에 기여한 학자를 3개 대학이상에 재직 중인 5인 이상의 회계학교수들로부터 추

대학행사

천을 받아 학회가 구성한 회계학공로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들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후보자들 중에서 1인을 학회장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본교에서는 2012
년에 최상문 교수(현재 명예교수)가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태호 교수 연구팀, 미국마케팅학회(AMA) 학술대회에서

(논문제목: Unprofitable Cross-Buying By
Customers: The Impact of Cross-Buying Propensity
on Firm's Sales)

교수워크샵 개최 및
교토대학교 경영대학원 방문
2017년 6월 20~22일, 2박 3일간 일본(오
사카, 교토, 와카야마현)에서 교수워크샵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수상

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외국 우수대학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송태호 교수가 공동 연구자인 김상용 교수(고려대)와 이승민 박사

과의 학술교류 활성화 논의 및 문화체험을

과정(고려대)과 함께 2017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7

통한 국제감각 도모를 위해 개최했고, 교원

Summer AMA(미국마케팅학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onference에서 최

18명, 직원 및 조교를 포함하여 총 25명이

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하였다.

참여하였다. 6월 21일에는 교토대학교 경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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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학원을 방문하여 Yasunaga Wakabayashi원장, Yasuo Sugiyama교수, 김광문 교수
와 협력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아로행사
2017년 5월 10일(수) 오후 6시에 경영관 B동 107호에서 경영대학 학생회 주최, 경영대학과

4월 26일

PNU 해외파견프로그램 설명회

김민정, 신중민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 직원)

5월 10일

리더십 특강

강대성(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

5월 17일

경영자, 뉴스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인철(KBS창원방송총국, 심의의원)

5월 24일

국내 금융시장의 변천과 4차 산업혁명

백명옥
(신한금융투자 영업추진그룹, 부사장)

5월 31일

PNU 취업지원프로그램 설명회

채진호(부산대학교 취업전략과, 주무관)

5월 31일

Bill Gates, Warren Buffet, Steve Jobs의
명언에 대한 경영학적 해석

김태혁(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교육인증사업 후원으로 한아로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교류를 위한 행사로 매 학기 개최되며,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팔찌 만들
기와 뒷풀이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Student Awards
학생수상

리서치 알음배 대학생 투자분석보고서대회 최우수
2017년 7월 29일 오후 1시,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리서치알음배 대학생 투자분석대회
의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7월 동안의 대회 기간과 심사 기간을 거쳐 시그니처 팀 – 조정현

경영대 일회용 커피컵 분리수거함

(경영 14), 임상균(경영 13), 박수현(수학 14), 박준영(지질 12)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1학기에 경영대 일회용 커피컵 분리수거함이 경영대 A동 1층과 3층의 화장실 근

사람인에이치알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시그니처팀은 팀원마다 가지고 있는 기획수립, 기업

처에 설치되었다. 이는 교내 환경정화 동아리‘별을 담다’와 경영대 학생회에서 설치한

분석, 수학적 이해, 영상제작 능력 및 수학적 이해력 등의 조화가 본 팀의 강점이라고 언급

수거함으로 컵과 컵홀더를 분리하여 버리게 한다. 컵의 크기마다 수거함을 다르게 하여

하였다.

수거함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밋밋한 분리수거함이 아니라 큰 커피컵
모양으로 보는 재미에 분리수거하는 재미까지 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학생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경영대학의 환경을 아름답게 할 동아리‘별을 담다’와 학생

전국 대학생 ICT 창업경진대회 대상

회의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된다.

2017년 4월 21일, 한국 정보시스템학회와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ICT 창업경진대회가 대구엑스코에서 열렸고 그 중 부산대 경영학과의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대상 수상팀은 COMET 팀 – 배진현(경영 12), 정동민

오픈캠퍼스

(경영 13), 김민지(경영 14) 외 2명으로 참가하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내

8월 10일(목) 오후 2시 경영관 B동 109호 강의실에서 ‘경영학과 오픈캠퍼스’행사가 개

용으로 경합하는 본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최됐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교육과정, 진로, 학교생활, 국외체험활동 등의 소
개를 통해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우리대학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행
사는 고등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조영복 前경영대학장의 인사말 전달, 오대양 조교의
학과 소개, 경영대학 학생회의 상담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17 대학생 경제토론대회 대상

글로벌 엔터프리너십(Ⅰ) 강의 특강자
우리학과에서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 제고 및 글로벌감각 고취를 위해 매학기‘글로벌엔터
프리너십’강의를 개설한다. 2017학년도 1학기에도 강의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가가 초청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2017 대학생 경제토론대회가 한국은행 창립
67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7월 6일 한국
은행 부산본부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토론은 가상화폐의 법정통화 인정, 징벌적

날짜

주제

특강자

손해배상제도 확대, 저출산 해결방안 제안,

3월 22일

IT 시대 소통과 정보보안

전진환(한국인터넷진흥원,팀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 폭

3월 29일

데이트폭력과 대응방안

신정한(부산경찰청, 팀장)

넓은 주제로 진행되었고 프론티어 팀 - 최

4월 5일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다

김선옥(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4월 12일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적 진로의 모색

김태경(부산테크노파크, 원장)

08

원기(경영 13), 백동석(경제 12), 최정근(독
어 09)이 뛰어난 토론 실력으로 대상을 수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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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대상,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최우수

MBA 경영대학원

올해로 15회째를 맞은‘2017 경남, 부산,
울산, 제주지역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

신입생 OT

회’가 2017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한국

2017년 2월 9일 2017년 MBA의 첫 공식

은행 부산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생들에

행사인 신입생 OT행사가 개최되었다. 경

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영관 옆 국제관에서 19시에 시작한 신입생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조영복 前경영대학원

화신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장, 김종기 경영대학원 부원장이 참석해 인

위한 경시대회로 최우수상은 WAVE 팀 -

사말씀 및 신입생 안내사항을 전하였다. 전

심재학(경영 12), 이인환(경영 12), 배진현

상우 총동창회장 등 여러 MBA 가족들이

(경영 12), 이정열(경영 12)이 수상하여 부

참석하여 MBA, 집행부, MBA 동아리 등

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명성을 널리 떨쳤다.

의 소개를 받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뜻깊
은 시간을 보냈다.

BNK 카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신입생 환영회

2017년 7월 14일 BNK 금융그룹이 주최하는 BNK 카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이

2017년 3월 15일 MBA의 신입생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농심호텔에서 19시부터 시

부산은행 본사에서 열렸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뛰어난

작한 본 행사에서는 조영복 前경영대학원장, 김종기 경영대학원 부원장, 전상우 총동창회

창의력과 경쟁력을 가진 아이디어들로 BOP 팀 – 김형택(경영 14), 김우석(경영 16), 서효

장 등 재학생 일동이 참석하여 신입생을 환영하였다. 합창단의 축가 및 교가제창 및 신입

림(경영 16), 강주연(경영 16)이 우수상을, 화양연화 팀 – 손용진(경영 14) 외 3명이 장려

생 장기자랑 등이 이어져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상을 각각 수상하여 부산대 경영학과의 위상을 드높였다.

사랑의 밥차

BUFF 제 3회 경진대회 우수

2017년 6월 24일 사랑의밥차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14시~17시에 BIFC 3층 캠코마루에서 BUFF(Busan University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에 MBA재학생 및 가족들이 봉사하는 활동이었다.

network of Future Financial leader) 제 3회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각 대학별로

행사 당일, MBA원우회에서는 봉사와 100만원 기부를 하였다. 매 학기마다 지속되어 온

주최기간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부산은행 관련 사업을 주제로 사업 제안 아이디어

사랑의 밥차 행사에서 보여주는 MBA 재학생들과 가족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에 박수를 보

를 겨루는 대회로, 부산대 pnuff팀 - 이헌우(경영 11), 이민섭(경영 13) 외 3명이 캠코에게

낸다.

지자체 차원 활성화와 위탁개발사업 개발을 제안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캠코에 대한 섬세한
조사를 인정받고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마음 체육대회
International
국제관련

2017년 5월 13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

하얼빈공업대학교와 복수학위협정 체결

다.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오전 9시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위해캠퍼스 언어문학대학 한국어학과와 2+2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

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본 행사에는 47

하였다. 지난 2016년 하얼빈공업대학교 위해캠퍼스 국제처로부터 제안을 받아, 10월에 조

기, 48기, 49기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경

영복 前경영대학장, 곽선화 前경영대학 부학장이 위해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

영대학원장 및 부원장, 총동창회장의 인사

고 2017년 5월에 양 대학교 총장의 서명을 받아 협정이 체결되었다. 본 협정을 통해 매해

말로 시작한 본 행사는 기존의 MBA 재학

우수한 중국인 학생 10명이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어 2년간 중국에서 한국어

생들의 가족까지 초대한 명량운동회에서

학과와 경상대학 전공수업,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년간 부산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번 해에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변경되어

경영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양 대학의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의 글로벌화

재학생들의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일깨우

와 교육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한 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고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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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최고경영자과정

AMP 67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2017년 3월 2일 오후 6시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
자과정(AMP) 제67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최병오 AMP총동문회장(패션그룹형지(주) 회
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만찬이 이루어졌다. 이 날 강현구 외 48명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

Alumni Association
동문회

부산상대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
2017년 6월 19일에 양일상 회장과 변종문

자과정에 입학했다.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발전기금 1천만원(경
영대학 5백만원, 경제통상대학 5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조영복 前경영대학장과 김영재
前경제통상대학장 모두 동문회의 지원에 깊
은 감사의 말과 함께“후배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부산상대의
명예를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
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모교
및 재학생들에게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모
든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제 5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결과보고
2017년 6월 8일 목요일, 통도CC에서 제 5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

AMP 67기 최고경영자과정 워크샵

다. 동문, 교수 및 부인들로 구성된 총 20개 조가 참석하였으며, 쾌청한 날씨 속에서 모두

2017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 간, 경주 현대호텔에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가 즐겁게 라운딩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총 7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대회 후의

(AMP) 제67기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 안성희 부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만찬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학창시절 이야기와 동문회의 발전에 대한 이

특강, '염원의 실현, 상형토기'을 시작으로, 둘째 날, 경주 문화유적 탐방 등의 시간을 가지

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참석자들께

면서 최고경영자과정 49명은 우정을 다졌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가 동문회 회원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AMP 67기 최고경영자과정 1학기 종강특강
2017년 6월 8일 오후 6시,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AMP) 제67기 1학기 종강특강이 개최되었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변화
하는 시대, 경영자가 경쟁력이다.' 특강과 만찬이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산상대 동문회 정기 월례회 및 신년회
2017년 3월 9일, 부산 상대 동문회인 효원회의 정기 월례회 및 신년회와 아울러 동문회
의 확대 이사회가 있었다. 동문회에 애정이 많은 전·현직 교수들과 동문회 임원 및 효원
회 회원 그리고 경영대와 경제통상대 학생회장단 등 총 28명이 모여 시종일관 화기애애
한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날은 2016년 참석 우수회원에 대한 감사 선물 전달 및 3월 월
례회 시상이 있었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 보고 및 재무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발표
및 승인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한 해도 항상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다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끊임없이 동문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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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인증 통합인증 행사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영대학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에서 한국경영교육인증을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입
니다. 김학수 교수(경상대 경영대학), 공재식 교수(대구대 경상대학), 이충섭 교수(동아대
경영대학) 세 분의 실사단이 파견되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영 교육 환경을 직접 실
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영대학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
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에서 한국경영교육인증을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김학수 교수(경상대 경영대학), 공재식 교수(대구대 경상대학), 이충섭 교
수(동아대 경영대학) 세 분의 실사단이 파견되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영 교육 환
경을 직접 실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12년을 맞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한국경영학회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한
국경영학회에서는 국내 경영 교육의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독립된 조직의 설립과 경영교육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
라, 삼성전자와 SK,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12년
의 시간 동안 160여개의 4년제 경영학 교육 대학 기관들 중에서 80개가 넘는 대학들
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고, 40여개 대학들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에서 우
수한 34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뿐만 아니라 일반대
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포함하는‘통합인증제도’가 2015년 8월 공표되었고, 2018년
부터는 MBA까지 포함하는 제 3주기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12년 8월을 시작으로 현재 2주기 통합인증을 획득하여
한국경영교육인증(KABEA)
통합인증 획득
경영12 김태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영대학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경영대학 학

부산대학교

부과정에 대한‘2년 인증(가)’를 받으면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매년 인증을

경영대학

갱신해 왔습니다. 올해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고 등급
인‘5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된‘2017 경영교육 혁신 심포지엄’에서 우리대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인증서

한국경영교육인증

를 수여 받았습니다.

5년 인증 획득

5

년

3일동안 진행된 이번 경영교육인증 통합인증 현장 실사에는 조영복 前경영대학장님을
비롯한 경영대학의 많은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 학우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총 5번의 면담과 4번의 회의를 거쳐 엄격하게 이루어진
이번 심사에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최고 등급인‘5년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시
아 최고의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는 우리 경영대학의 여정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AACSB 인증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
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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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영대학 농촌봉사활동

2017 경영대학
농촌봉사활동
단체 모내기 사진

안녕, 창녕

`안녕 창녕

마늘까기 작업 후, 새참먹기

6박 7일 간의 농촌봉사활동은 사전답사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

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쳐 힘들어하는 친구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까지, 평생 손에 흙 묻힐

씬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단체생활의 특

에게 “야, 힘내라”하며 무심한 듯 응원을 건네는 학우를 보면서

일 없이 살아오다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강도의 노동을 체험하

성상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직 잠에서 깨

그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다정

자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과연

지 못한 동료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며, 대충 작

한 말에는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농민분들께 진심으로 감

업복을 차려입고 한시 바삐 마당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또 공용으

작업이 끝나는 오후 다섯 시 이후로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학

효원경영인의

로 화장실을 쓰다 보니, 하루 일과 끝에 피로에 찌든 몸을 채 풀

생회에서 그 시간 동안 진행할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갔으나,

돌이켜보니, 농촌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생활에 임

유기농 라이프 in

기도 전에 다음 사람의 사용을 위해 재빨리 샤워를 끝내야 했습니

실제로는 고된 작업에 지쳐 준비해간 것들을 거의 하지 못해 아쉬

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럽

다. 이러한 일과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단체생활방식이 점차 자

웠습니다. 대신 소소하게 화투도 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간식

고 힘든 일에 먼저 나서는 학우들이 있었기에 6박 7일 간의 긴 시

연스레 몸에 익으면서 이내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나름대로 편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

간을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농활

창녕 우강리에서의 이번 농활은 거의 다 종자용 마늘을 다듬는

내 좋았습니다. 작업할 때는 그렇게 지쳐 있던 몸이 신기하게도

을 통해 참여한 모두가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세와 덕목

작업이었습니다. 피(잡초) 뽑기, 고추 따기, 비닐하우스 설치, 모

밤만 되면 다시 되살아나, 술자리를 열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

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어줄 의지력까지 갖출

내기 등의 작업도 있었지만, 일주일 간 주로 한 것은 농업용 가위

겁게 고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5일 째 되는 날은 농민회와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많은 학우들이 농활

로 마늘 대에서 마늘을 잘라내 바구니에 담고, 옮기는 것과 같은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강 2구 마을을 비롯한 농촌 현실에 대해 알

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학번에게도 결코 시간 낭

일이었습니다. 같은 동작의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손목 통증을 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은 이장님과

비가 아니며,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학생활의 몇 안 되

소하는 학우들도 많았고, 날씨도 덥고 졸린 탓에 장갑 낀 손에 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장님 작업장 안에 있는 노래방 기기로

는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위질을 하는 등 간혹 위험한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술자리에서 한명한명의 소감을 들으며

럴 때면 조장이 노래를 틀어 쳐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하고(농

일주일간의 농촌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강 2구

일 시 2
 017. 06. 26(월) ~ 2017. 07. 02(일)
장 소 경
 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우강
2구 마을
글쓴이 7대 학생회 파란 부회장 오수연

16

촌 작업 시에는 일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핸드폰 소지가 허용되

즐거운 시간이 많았던 만큼 힘든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해

지 않고, 연락용으로 조장만이 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농사일, 덥고 습한 날씨와 수많은 크고 작은 벌레들, 작업 시

작업을 같이 도와주시는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나름의 방

신체적인 힘듦으로 인해 자꾸만 약해지는 정신력부터 단체 생활을

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일주일 동안 온 마음으로 신경 써 주신
신용무 이장님과, 뜻 깊은 활동을 기획하느라 함께 고생해주신
Pride In U 총학생회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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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로 나가는 공모전이나 대회 그리고 최근 수상내역에는

지식습득과 공모전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화프로그램을 통
경영대

해 PPT, 발표, 자료조사 이 3분야에서 자신의 취약부분을 보강

학술 동아리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제1회 효원 경영인의 날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3. 이번 학기에 활동했던 내용(주제, 커리큘럼)에 대해 알려주

우수상, 장려상

시겠어요?

Q 1.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대

2. ◦◦◦란 어떤 동아리인가요?

- 전국 대학생 ICT 창업경진대회 대상

저희는 경영주제와 경제주제를 한 주씩 번갈아 병행하여 스터디

- BNK카드 청년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장려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 중간에 자유주제로 스피치 스터디를

- 한국은행 주최 통화정책 경시대회 부산지역2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

 번 학기에 활동했던 내용(주제, 커리큘럼)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3. 이

동아리

4. 주
 로 나가는 공모전이나 대회 그리고 최근 수상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대표적 스터디

저희 동아리 성혜는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이 선배

5. 마지막으로 짧게 동아리 홍보 시간을 드릴게요!

1) HBR스터디(Harvard Business Review): 원어로 된 HBR을

님들과 여러 행사를 통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읽고 HBR에서 주제 선정 후 스터디

저희는 완성된 사람보다 완성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2) 경영학에서 기업이나 산업 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본

열정있게 공부한다는 것! 저희 동아리에 오셔서 가족같은 분위기

A 동아리 성혜, SMP, 카플러스, F&M 순

5. 마지막으로 짧게 동아리 홍보 시간을 드릴게요!

적인 툴과 개념(마이클포터 5force, BCG매트릭스, STP, 수직적

를 느끼며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통합과 수평적 통합, 비즈니스 모델 SWOT, 마케팅믹스, 직접유통
과 간접유통, 푸시전략과 풀전략, 옴니채널, 가치사슬 등)을 스터
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사례를 심화 분석합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현대상선, 마블스튜디오분석 등)

3) 경제 스터디
트릴레마, 환율, 금리, 중앙은행 개념을 설명한 후 실제 우리나라

성혜

1.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2학기부터 성혜 회장을 맡은 경영학과

4) 대선주자 정책분석

14학번 손용진입니다. 2017년 1학기 성혜 60기로 동아리에 들

대선과 관련해 대선후보 주자들의 각 경제관련 정책이나 그들의

어와서 현재 한 학기 활동을 한 상태입니다.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였습니다.

5) 상권분석과 성혜상사

2. 성혜란 어떤 동아리인가요?
저희 동아리 이름인 成蹊(성혜)란 (도리불언 하자성혜)에서 유래
한 말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
로 길이 난다는 말.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도 사람들이 흠모하여 절로 모여듦을 비유한 말에서 유래하였습
니다.
저희 동아리는 상과대학 동아리로 1958년 설립되어 현재 59년
이 된 경제, 경영 학술 동아리입니다. 이 오랜 기간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 팀별로 배정받은 부산대 앞 가상점포의 주변상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 뒤 해당점포 자리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면 어
떤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스
터디입니다.
- 성혜상사: 30만원 제공 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수익 날 때는 수
익을 나누어 갖고, 손실 시 각출하여 충당합니다.

6) 공모전 대체 스터디
- bnk 카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문화체육관광부 제 5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영, 경제 분야 기초전공 스터디와 심화학습을 병행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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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1.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 발표가 끝나면 각 팀별로 R팀이 발표한 기업에 대해 투

2015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장려상 수상

저는 SMP 18기 회장 무역학과 15학번 김소현입니다. 평소에

자의사결정을 하고 실전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주에는

2015 금융투자협회 자산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류를 해보고

C,M,F팀이 발표가 진행됩니다.

2015 한국예탁결제원 주관 금융논문 공모전 대상, 우수상 수상

싶은 마음에 1학년 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 팀원으

선배님 특강은 매학기 1~2회 진행됩니다. 금융관련 직종에

2016 핀테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로서 정기적 세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

근무하시는 동아리 선배님을 초청해 현재 관련 직업현황과

난 학기 팀장을 거쳐 이번 학기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망, 취업 관련 Tip까지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증권 부문>

2014 부산경제진흥원 주관 기업분석대회 1위, 3위
단순히 금융, 주식 시장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기업분석부

부증련 활동은 학생들이 금융관련 궁금한 내용을 수집해 한

터 금융 상품, 경제 분석 활동을 통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

달에 한번 관련강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강연활동 및 오픈

다 폭넓게,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매주 세션 후 뒤풀이와 친목 도모

친목도모 활동으로는 세션 후 이루어지는 뒤풀이활동과 매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학기 활동기수 및 신입기수 MT로 이루어집니다. 동아리 구

있었던 것 또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원끼리 서로 친해지고 자발적인 활동이 다양하며, 홈콜링

2015 부산경제진흥원 기업분석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
2016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대학교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 대상
2016 제5회 UIC(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리서치 대회 		
최우수상

2016 부산경제진흥원 기업분석대회 최우수상
2016 K-OTC 시장 기업분석보고서대회 최우수상
2017 제1회 전국 리서치알음 기업분석대회 2위

행사 등을 통해 선배님과의 친목 도모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

2. SMP란 어떤 동아리인가요?

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짧게 동아리 홍보 시간을 드릴게요!

SMP는 Stock Master of PNU 의 약자로서, 2007년에 설
립된 교내 유일한 금융·투자동아리입니다. 현재 부산·울
산·경남 증권연합회 활동 중이며, 매 주 2회의 정기적인 세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션, 기존 기수와 신입 기수가 함께

4. 주로 나가는 공모전이나 대회 그리고 최근 수상내역에는 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각종 공모전 수상, 언제나 밥 한 끼 같이

떤 것들이 있나요?

션 활동에서 기업분석, 산업분석을 거쳐 실전투자를 하는 가

주로 나가는 공모전과 대회는 4가지입니다.

치투자동아리입니다.

1. 부산광역시장배 기업분석대회

할 수 있는 인연! SMP에서 만나요!

2. KRX 파생상품 경시대회

3. 이번 학기에 활동했던 내용(주제, 커리큘럼)에 대해 알려주
시겠어요?

3. K-OTC 시장 기업분석보고서대회
4. 동부 GAPS 투자대회

커리큘럼은 팀별 발표, 선배님 특강, 부증련 활동, 친목도모

그 외 공모전 및 대회는 동아리원들이 팀을 구성해 활발하게 참

로 진행됩니다.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의 R팀, C팀, M팀, F팀 총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최근 수상실적

R팀은 기업분석을 담당하는 팀으로서, 투자할 기업을 선정,
분석을 합니다.

<투자 부문>

C팀은 R팀이 발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

2014 신한모의투자대회 전국대학 2위

습니다.

2015 동부 GAPS 투자대회 수익률우수상

M팀은 거시경제 분석 활동을 중점으로, 투자에 발생하는 외
부적 요인들을 분석, 전망하고 있습니다.
F팀은 포괄적 금융 상품 분석읕 통해 상품 시장의 이해를 도
모하는 팀입니다.
팀별 발표는 R팀과 C,M,F팀이 격주로 발표를 합니다. 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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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부 GAPS 투자대회 금융동아리 2위, 운용철학 우수

<금융 부문>

2014 금융투자협회 주관 자산관리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2014 KRX 파생상품 경시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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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러스

치 기술,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등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역량들을

도출, 전망 및 대응 제시 등의 과정을 통해 현상과 결과의 인과관

제안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카플러스는 활동회원들이 동아리 활동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계에 대해 심도 높은 분석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을 통해 쌓은 역량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

2) 독서세션

고 있습니다.

독서세션은 카플러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관련 도서를 통해 학

● Other Project

1.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습하고 실전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과정을 말합니다. 독서세션

저희 카플러스는 트레이닝 세션과 메인세션을 통해 내부적인 활동을

저는 지난 학기에 카플러스 회장을 역임하였던 강병연이라고

4. 마지막으로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에 주로 사용되는 도서는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로지컬 씽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적인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

저희 동아리 활동에 흥미가 생기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느

합니다. 저희 동아리 카플러스를 대표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

킹, PPT구성력과 기획력을 기르기 위한 기획의 정석, 그리고 경영

록 매 학기 힘쓰고 있습니다. 카플러스가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 또

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큰

겠습니다.

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경영전략 도서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로 1) 공모전 2) 교류세미나 3) 외주컨설팅이 있습니다.

3) TEST

1) 공모전_참가를 넘어서 주관 및 주최하는 카플러스

2. 카플러스(CAPLUS)란 어떤 동아리에요?

TEST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세션과 독서세션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저희 카플러스는 공모전 참가를 넘어서 매 학기 ‘소셜벤처 아이

저희 CAPLUS는 Consulting A Plus의 약자로서 학과에

이루어졌는지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활동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시

디어 공모전’의 이름으로 공모전을 주관 및 주최하고 있습니다.

서 배우는 경영학적 이론을 단순 암기나 학습에서 그치는 것

험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통해 각 회원들의 뛰어나거나 미흡한 부

올해로 제 3회를 맞이한 대회는 부산대학교 학우분들의 다양하고

이 아니라 실전 경영에 대입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0년

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본 공모전은 상금, 홍보 등규모의 확장을 통해 재학생들의

에 설립된 경영사례연구회 입니다. 즉 컨설팅 분야에 주 목적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저희 동아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
이는 자리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고 발전
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활동에 충분히
뛰어난 사람이라면 카플러스 활동을 하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겠
죠?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적책임활동의 인식과 영역을 넓히기 위해 카

을 두고 있으며 학술 활동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를 최우선

● Main Session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카플러스 활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Main Session도 1)

2) 교류세미나_국내를 넘어서 국제까지 교류하는 카플러스

VCP 2) Case Study 3) Issue Report 3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저희 카플러스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까지 교류 범위를 확장해 활

되어 있습니다.

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2가지로 교내교류와 국립대교류가

1) VCP

있습니다. 이번 교내교류는 무역학과의 트립스, 신문방송학과의 광

VCP(Virtual Consulting Project)는 가상 컨설팅 프로젝트를 의

고홍보연구회와 함께‘제 2회 PNU 경영전략 학술대회’의 이름

미하는 것으로 활동회원들이 실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

으로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의 대선블루 판매증대를 위한 현

가지고 있으며 두개 학기의 기간 동안 활동이 진행됩니다. 주

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수집 – 산업

장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교류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방거점국

요활동은 크게 3가지로 Training Session, Main Session,

의 분석과 이해 – 기업의 내외부 환경분석 – 문제점 파악 및 목

립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국립대교류에서는 전북대의 꾼 그리

그리고 Other Projects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 3가지로

표설정 – 전략제시 등의 과정을 통해 경영학적 이론을 실전에 적

고 경북대의 지식자본연구회와 함께 ‘제 16회 N-United’의 이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름으로 가구산업 기업분석 및 경영전략 제안을 위한 교류세미나를

2) Case Study

가졌습니다. 국제교류로는 일본 교토대학과의 경영사례연구 발표

● Training Session

Case Study(경영사례연구)는 특정 산업의 Issue와 Trend를 경영

를 통한 교류세미나를 가졌습니다. PPT제작과 프레젠테이션이 오

저희 카플러스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함께 활동이 가

학적 Tool을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설득

직 영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난이도가 높지만 더욱 유의미

능합니다. 다양한 학과의 학부생들과 활동하며 여러가지 시각을 배

력 있는 정보전달을 위한 논리적인 결과물을 구성하는 연습이 가

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플러스는 활동회원들이

울 수 있는 것도 카플러스 활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

능합니다. 상황분석 – 문제정의 – 문제와 증상의 구분 – 대안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까지 시각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레이닝 세션은 경영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타과 학생들도 카플러스

개 – 대안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인과관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빠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찾아내는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3) 외주컨설팅_가상을 넘어서 실제 기업의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1) 교육세션 2) 독서세션 3) TEST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Issue Report

1) 교육세션

Issue Report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Issue에 대해 심층

저희 카플러스는 가상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이를

교육세션은 카플러스의 활동회원, 활동을 마친 재학회원, 그리고

적으로 분석하고, Issue가 산업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통해 실제 기업의 외주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회원이 새로운 회원들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실전교육

에 대한 논리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

외주컨설팅 프로젝트로는 부산대 올레KT 대리점 컨설팅 제안서

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략경영, 마케팅, 재무지식, PPT디자인, 스피

제, 사회, 기술 분야 분석 – So What, Why So 적용 – 시사점

수립, 대선주조 부산 M/S 1위 탈환 전략 수립, JTBC 마케팅전략

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플러스는 ‘1% network of the
outstanding people’이라는 비전 하에 다양한 학습과 행사
를 통해 인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카플러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카플러스는 17년간의 노하우로 쌓아온 학술 커리큘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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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부산대 경영학과라는 훌륭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저의 고향인 부산
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에서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지난 6월 면접을
보러 부산역을 내리는 순간, 바다 내음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면
접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큰 행운을 주신 면접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부는 수학을, 석사는 산업공학 (세부전공: 생산관리)을, 그리고 박사는 경영과학을 전공하

F&M

였습니다. 다른 길을 돌아서 현재의 전공에 이르게 되었는데, 현재 연구에 학부 때 배운 수학이 많
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지 혹은 잘하는지를 모르고 대학을

1. 어서 와, F&M은 처음이지?

앞에 앉았을 때 만큼 심장이 바운쓰 바운쓰 뛰지 않나요? 그렇다

안녕하세요? F&M 27대 회장, 경영학과 13학번 김기한입니다.

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F&M형 인재로군요.

저는 지난 1학기에 회장 직을 수행했었고 현재는 임기 종료 후 멘
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F&M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

3. 수상...수상 내역을 보자!

는 시간을 주신 효원경영 편집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F&M은 주로 한국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한국은행 통화

들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 없는 대학 생활이란

정책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은

앙꼬없는 찐빵이요, 피카츄 없는 포켓몬스터요, 아이린 없는 레

행 부산본부의‘대학생 경제 토론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

드벨벳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다른 멤버들도 정말 좋아합니

지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랑 관련이 없는 교내외 토론 대회

다.) 그만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에서도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딱히 자랑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F&M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는 건 아니에요!

2. F&M?! 거기?! 완전 좋은 동아리 아니냐?

4. 어이 거기 너, 내 [동료]가 되라!

좋은 동아리 맞습니다. F&M은 경제학부 소속의 금융통화정책

F&M은 현실 속의 경제 문제, 시사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아리로, 활동을 요약하자면‘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와‘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경

론’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F&M은 금융시장, 통화

제 지식의 폭이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같이

정책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현재는 그

할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리고 F&M은 학술적인 부분뿐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과 국내외 경제 이슈를 모두 총괄하

만 아니라 친목도모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 학습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에는‘중국의 한한

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동아리입니다. 저

령’,‘ISA’,‘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등을 다루었습

도 복학하고 나서 혼밥, 독강이 일상이 된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

니다.

지만 F&M에 들어온 이후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기찬 학교

그 뿐만 아니라 논리력과 발표력 향상을 위해 매주 조별 토론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을 구원해주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동아리라고 딱딱한 주제만 다루는게 아

동아리 F&M, 추천하지 않을 수 없네요. F&M

니라‘노키즈존’,‘싱글세’등 재밌는 주제들도 있으니까 너무

은 허기진 밤 치킨 배달을 기다릴 때처럼 당신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을 버선발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번 합격자

어때요, 꿀잼 각이죠? 설명만 들어도 수강신청 날 아침에 컴퓨터

는 너야 너 너야 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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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이행주 교수

적성을 찾았을 때, 현재의 전공 공부가 뜻하지 않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싶습니다.

저는 수익관리 (Revenue Management)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용절감이 목적이
아닌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가격결정과 재고관리를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인 학문입니다.
더욱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구매 심리를 가진 소비자들을 대함에 따라, 대용량 판매 데이터를 수
집, 가공하여 정확한 수요분석과 예측을 합니다. 또한, 현재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로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생성되는 대도시 교통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 수요모델을 학습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혼잡으로 야기되는 에너지 낭비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연구입니다.

임용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쁜 한편,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생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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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혼·출산·육아 또한 장려하는

A. 우리 회사는 1986년도 1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대우조

데, 이를 위해 일주일에 선택적으로 두 번만 회사로 출근하는 재택

선 해양에서 4년 반 정도 일하다가 나와 대우조선이라는 대기업에

근무 또한 허용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서 공부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와 관계된 회사들을 벤치마킹하
여 창업하였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ICCP(전기방식장

Q. 사장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치), MGP(해양생물부착방식장치), SED(축계접지장치), FE Ion

A. 저는 사실 학창시절 때 그다지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

generator(철이온발생기)의 네가지 주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웃음) 오히려 학사경고도 받고 조금은 불량한 학생이었다고

대기업의 대량생산과는 다르게 우리 회사는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생

할 수 있겠죠. 이 때 1979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등 나라의

활용품이 아닌 특이한 산업의 기자재, 제품들을 생산하여 판매합니

민주화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위해 몸 바쳐 노력했는지

다. 50여 개국으로 300여 종의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이 전체

라 학업에는 크게 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때 크게 하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 못한‘공부’는 직장에 와서 그 이상으로 노력하며 했던 것 같
습니다. 입사한 뒤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며 배운 실력은 케

Q. 혹시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이씨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A. 처음에는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 시장으로부터 홀로서기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Q. 동국대 학생의 학업을 지원해주시거나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을

그 때 기존 경쟁자들에게 역공을 받으며 회사가 어려워졌었죠. 하

지원해주는 등 학생들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만 저희는 이 상황에서 회사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A. 우연히 매스컴을 통해 가정이 불우한 동국대 학생을 발견하게

히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였습

되었고 이 학생과 동국대 총장, 의과대학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 학

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그리스,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 전 세

생에게 의과 본과 2년 동안의 등록금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일이

계의 중요한 해양·조선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고객들에게

부산대학교에는 소정의 교수연구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

많습니다

기술력 홍보와 시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점도시의 기술자들을 우

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후배

리 회사의 2층 트레이닝 센터에서 매년 기술 교육·훈련하여 본국

인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여 훗날 그들의 후배들

으로 돌아가 자연스러운 판매촉진과 홍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

에게 도움을 줄 만한 훌륭한 인재이자 선배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미래는 밝고

항시 할 수 있다는 성공의 자신감을 가지고

㈜케이씨
손영태 사장

본인의 기본 공부, 식견, 외국어 공부 등을 발전시키며

고 커스터머 서비스 부서를 따로 마련하여 해외고객의 서비스 요청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전공과

Q.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에 상관없이 외국어 실력으로만 채용되어 해외 고객들의 니즈

A.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정상에 올랐을 때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운영 외에 중심기술 부분에서도

의 성취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취감을 위해 학생들이 CPC정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 초반에는 조선과 해양 기술을 중

신 - Courage(용기), Passion(열정), Challenge(도전)정신을

심으로 하였는데 조선해양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져 어려움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미래는 밝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항시 할 수 있

㈜케이씨는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77학번인 손영태 선배님이 창업하신 회사로 본 회사만의 특별한

겪었으나 시장다변화를 통해 한정된 기술에서 탈피하여 발전소, 석

다는 성공의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기본 공부, 식견, 외국어

기술들과 세계 20개국이 넘게 각지에 분포되어있는 회사들과의 협업·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글로벌

유화학, 함정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공부 등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차근차근 배가시키는 준비

자신의 능력을 차근차근 배가시키는 준비된 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된 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화를 통해 2012년에 부산무역의 날에 우수상 수상, 2015년에는 자회사 매출액 250억, 영업이익은
31억을 기록하여 대기업에 비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강한 회사입니다. 특히 손영

Q. 직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태 사장님은 초기 거대 자본 없이 자수성가하여 동국대 대학생에게 기부, 부산대 발전기금 다수 기

A. 직원들은 저희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부, 글로벌 엔터프리너십이라는 학과의 강연 수업에 선뜻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 주셨

환경을 지원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회사를 이전하며 근무환경

다는 점 등에서 효원경영의 독자님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시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편집자인 저에게

이나 시설도 최신 시설로 바뀌었고 도심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인터뷰가 큰 귀감이 되었는데,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먼 존재와의‘인터뷰’보다는 학교

기숙사, 여자휴게소 또한 지원합니다. 기숙사는 여사원과 남사원을

와 인생 선배의 좋은‘이야기’로 마음속 깊게 새겨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구분하여 수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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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칼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후배님들께

이진백

감정평가사/원가분석사
경영 95, ㈜제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

1. 자기소개 및 현재하는 일

4.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95학번 이진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고 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비결’이라고 할만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집

재 창원에서 ㈜제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창원에 있는 창

중’하는 것이다.”‘지식의 르네상스인’으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즉, 합격하고자

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명절도 주말도 없이 그저 공부만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여가
를 즐기는 것도, 몸을 튼튼하게 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사를 하게 된 동기
제가 입학을 할 당시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1997

5. 부산대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어떤 일을 하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안철수 저)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해주는 말을 요약하여 우리 후배

까? 고민하다가 공인회계사 보다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변의 지인

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의 소개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문 지식을 가져라.‘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일단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speciality
3. 감정평가사의 업무

를 갖고 그것을 기본으로 넓은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자격자로서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라.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①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②공공용지

소양을 지녀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단지 말을 잘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의 매수, 수용 등 보상감정평가, ③금융기관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④조성용지의 분양 감정평가,

능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야

⑤경매 및 소송 감정평가, ⑦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관련 감정평가, ⑧공공단체 및 민간기업 등의

말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국민재산권 보호’및‘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살아봐야 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절실히 와 닿습니
다. 여러분들도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부딪치며 삶을 알아 가시실 바랍니다.

28

29

2017 OCTOBER vol.13

C OL U MN
취업수기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11학번 김건우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 입사 후 회사 생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직장인이 되어 취업수기를 쓰고 있으니 그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
를 졸업하고 난 이후 각자가 목표하는 삶은 모두 다를 것이기에 이 취업수기가 여러분께 직접적인

1. LG Display 경영지원그룹의 회사생활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입사 그리고 회사 생활’에 관한 소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08:30까지 출근하여 정확히 17:30에 퇴근을 합니다. 경영지원그

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룹의 특성상 사내 복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기도 하고 CEO 직속이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칼퇴’는 매우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사내 분위기는 직장 선배와 커피를 마시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수평적입니다. 신입사원인 저에게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기회

● 입사 준비

를 제공해주며, 지난 4개월간 실무관련 임원 보고를 3번 믿고 맡겨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연
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 회식은 자

1. 자기소개서
저 같은 경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하며 본교 내 취업전략과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스킬을 익힐 수 있었는데, 대략
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A.본인의 대학생활 동안 경험 및 활동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하기
B.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재상을 체크하고 자신과의 연결고리 파악하기
C.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관련한 자신만의 강점을 확실히 어필하기

김건우

어느 정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실

LG디스플레이

거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기본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next step
으로 가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반기 공
채 시즌 전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전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미리 분석하고 작성해보는 연
습을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효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공기업은 NCS로 사실상 통합이 되어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각 회사마다 시행하는 인적성시험이 따

끝까지

으며 주로 한 자리에서 2시간 이내로 진행되고 끝나는 수준입니다.

2. LG Display의 연봉 및 복지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분들께 가장 궁금한 부분이자 관심있는 사항이 바로 연봉 및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 규칙상 연봉은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제 주변의 동기들
을 살펴보면 주거비, 차량유지비, 문화생활비를 모두 제하고도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수준
은 보장됩니다. 복지의 경우 명절(설,추석 2회) 지원금, 여름 유급휴가 3박4일 기본제공, 연말 기
업성과급 & 개인성과급, 주거 시설 지원, 가족건강비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비용 제공, LG그룹사
복지카드 제공, 사내 병원 및 헬스장, 식당 등 복지시설 무료 이용, 리조트 및 연수원 시설 이용,
근무지-주요도시 간 회사 셔틀, LG디스플레이 직원 전용 KTX 좌석 이용, Key Performance
Individual MBA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마지막 한마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그만큼 값진 결과를 얻게 되는 순

2. 인적성

각자의 목표를 향해

주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주 1회정도 팀 내 혹은 타 팀과의 교류 회식을 갖고 있

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미리 연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4대기업의 인적성

간이 언젠가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
려나가는 많은 분들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모의고사를 꾸준히 책으로 풀어왔습니다. 만약 인적성이 항상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인적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터넷 강의를 어느정도 수강하시고 난 후에 모의고사 풀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면접
면접은 자신만의 준비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얼마
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닙
니다. 면접이라는 과정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기본적인 스펙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것
을 뜻하므로, 이때부터는 자신이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라는‘조직’에서 함
께 일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더욱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에 가까운 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보다는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본인이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매력포인트를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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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에도

워드, 예전의 금융3종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대외활동의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실시하
는 ECB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나머지 대외활동 경험은 전무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학점과 토익을 제외하고는 요즘 대학생치고 고스펙 소유자는 아닙니다. 많은 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들이 스펙초월전형으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와 전

확고한 믿음을

공필기시험이 합불을 좌우한다고 판단됩니다.

2. 공부방법
대부분의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분들처럼 저 역시도 3학년부터 CPA강의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CPA를 준비하기에는 세법, 상법, 경제학, 원가관리회계 등 금융공기업 입사를 위한 시험과는
관련이 적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CPA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이른 시점에 금융공기업 입
사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재무회계, 재무관리, 일반경영학의 기본서는 책 안의 숫자가 외워질 정
김재필

도로 많이 다독했습니다. 캠코 채용공고가 뜬 시점부터 스터디원들과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무관리, 재무회계, 일반경영학을 개념부터 객관식까지 전부 꼼꼼하게 다시 1회독 했습니다. 금융
안녕하십니까, 이 합격수기가 누군가에게 읽혀질 때 쯤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거나, 또 누군가에는 또 다시 시작되는 채용시즌에 바쁜 나날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들려주는건 쉬운 일이지만,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글을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는 그리고 학교를 다니시면
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는 학우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써내려 갑니다.
저는 매일 기숙사에서 저 멀리 보이는 BIFC를 바라보며 대학생활을 보낸, 그리고 2017년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입사를 하게 된 사회학 주전공, 경영학 복수전공을 한 사회학과 11학번 김재필이라고 합니
다. 먼저 아래의 모든 글들은 전적으로 저의‘주관적인’공부방법 및 생각이므로, 자산관리공사 합격

공기업도 각 기관마다 객관식, 논술형 등 출제형식이 상이하므로 목표하는 기관에 맞는 공부전략
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3. 수기를 마치면서..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학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은 전공필기시험 > 면접 > 스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우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스펙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출 전공공부와 면접에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글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현직자를 많이 활용하라’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관리의 효율적시장가설에
의하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남들이 얻는 정상수익률만 얻을 수 있을 뿐 초과수익, 비정상수익을
● 금융공기업,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취업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 유명카페의 합

금융공기업은 사기업의 높은 연봉과 공기업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한국사회에서 욕심

격수기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나가

을 낼 만한 직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

기 위해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외에 현직자를 활용하는 것

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판을 깔고! 목표하는 기업에 재직하시는 학과 선배님들, 학교

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본사를 문현동에 위치한 BIFC에 두고 있으며, 근속연

선배님들께 어떻게든 연락하여 준비과정이나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물어보

수 동안 본사를 근무를 위주로 하되 각 지역본부를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캠코 면접을 준비하면서 건너서 아는 현직자 지인에게 준비과정에 대한

연수를 마친 후 약 2개월 남짓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회사의 분위기는 여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에 높은 순위에 랭크 될 만큼 수평적인 팀 분위기, 서로 존중하는 태도,

취준생들에게 자주 통용되는 말이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강요하지 않는 회식 술자리, 적극적인 휴가 사용 권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복지제도를 볼 때

원하는 양만큼 자신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는 주체는 분명‘자기 자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합니다. 각종 시험,
고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부산대 학우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학점 및 스펙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스

P.s 지면의 한계로 각 전형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공부방법은 자세히 못 적은점 양해 부탁드립

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학점은 4.3이고 토익은 965점입니다. 토익스피킹이나 오픽은 없습니

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pil@kamco.or.kr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도

다. 캠코의 경우 열린채용이라 하여 스펙에 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컴활,

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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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

, Halo! 세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싱가포르에서 온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13학번 유학생

이예찬입니다. 뜻밖의 계기로 제가 부산대학교 학생으로서 느낀 점을 효원경영 소식지에 실을 수 있
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에서 어느덧 3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며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하면 부산! 부산 하면

,

부산대학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특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고 2015년 3월 2일에 대학생이라는 신

Halo!

분으로 한 첫 등교가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많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문제가 안 되었지만 문화적 측면과 완전
경영학과 13학번
이예찬

히 다른 환경에서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군대 제대하고 익숙하지
않던 학교생활이라 그런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1학년 때 영웅처럼 나타난 선배님들이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과진로를 가르쳐주시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밥도 사주시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경영학과 선배
들 덕분에 초창기 때에는 별 탈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면 행정관련서류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한 일반 학생들과 달리 유의해야 할 점
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과행정실에서 일하시는 조교 선생님들 덕분에 순조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과필수과목을 수강하려고 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탈락된 적이 있었습니
다. 당황하며 학과행정실에 찾아가 물어봤더니 유학생 전용 분반이 따로 있다고 친절 하게 알려주
셨고 또한 유학생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엄숙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띄어 다소 불편한 장소였으나 환하게 웃으시는 선생님들과 만나다 보니 감사하고 아낌없
이 도와주실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듯 못 하는 듯한 느낌의 실력을 가지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다 보니 어려
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원어 수업을 듣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은 대다수 원어
수업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 퀴즈는 기본이고 개
인 과제, 조별 과제와 발표, 많은 분량의 수업자료를 배포하는 등 가지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
업이 진행됩니다.

스파르타 스타일로 공부를 하다보면 저도 교수님처럼 멋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설렙
니다. 이렇게 지식을 쌓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키우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넘어 세계
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은 교수님들의 가르침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의 가르침 덕분에 성장한 제 모습에 놀랍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
로도 훌륭한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으로서 타지에 산다는 것은 걸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전정신과 좋은 인연의 만남이 함께 되어 제 삶이라는 도화지에 다채
로운 물감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의미가 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소속으로서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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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발전기금 사용목적

상과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_ 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장학기금_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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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클럽(1억원 이상)		
100,000

김종갑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 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강판수

경제학과 교수

30,000

구자용

30,000

노선호

풍경정화㈜ 대표

30,000

이상일

30,000

권청길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이원태

㈜경일통상 대표

30,000

이근철

㈜삼정 대표

30,000

김승영

㈜금영 대표

30,000

우한호

㈜피앤에이 대표

30,000

조관승

회계사

3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30,000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손영태

㈜케이씨 대표

30,000

구자봉

㈜미래파크 대표

20,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20,000

김종태

대표

20,000

이장생

㈜아남약품 대표

20,000

김태흥

㈜정관 대표

20,000

박태복

㈜티비카본 대표

20,000

최신형

18,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8,000

오명열

17,500

조영복

경영대학 제4대 학장

15,000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김일곤

●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학술연구기금_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48,000

노대섭

●

●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개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48,000

㈜청강 대표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경영발전기금

김정호

㈜경국 대표

5,000

방수한

AMP52 대표

2,000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안태원

㈜한아 대표

1,000

경영 특별목적기금

박수만

용진건설㈜ 대표

2,5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박용득

용신건설 대표

2,500

송창년

대광닛불㈜ 대표

1,0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장지환

성도회계 지사장

1,000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00

곽선화

경영대학 교수

2,5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김태혁

경영대학 교수

1,386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박철병

성도회계 지사장

2,000

변종문

상대동문

5,000

목적성 축적기금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등록금 한번 더 내기

문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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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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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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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출연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최고경영자과정(AMP) 12~27기 약 400,000

손영태

㈜케이씨

8,000

이우식

AMP 55기

1,000

문성옥

용원개발 대표

5,000

진병수

AMP 55기

1,000

김경희

AMP 59기

5,000

김용오

AMP 55기

1,000

송미란

MBA 41기

5,000

김영식

MBA 42기

1,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김동률

MBA 42기

1,000

박미현

MBA 42기

1,000

33기

27,000

43기

35,000

50기

24,500

57기

26,000

36기

23,500

44기

23,000

51기

29,500

경맥 75동기

10,000

37기

29,500

45기

32,500

52기

21,500

전문경영자 2, 3기

10,000

39기

30,500

46기

23,000

53기

29,000

MBA 37기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40기

27,500

47기

34,000

54기

17,5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양길석

MBA 42기

1,000

41기

35,000

48기

29,500

55기

26,500

MBA 44기 원우회

5,000

윤성차

MBA 42기

1,000

42기

26,500

49기

29,500

56기

14,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조비송

MBA 42기

1,000

2,5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5기

기관 출연

이상래

AMP 59기

3,000

최윤영

MBA 42기

1,000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민병권

AMP 59기

3,000

곽지영

MBA 43기

1,0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정희자

MBA 41기

2,000

김영이

MBA 43기

1,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김승태

MBA 43기

1,000

조규성

MBA 42기

2,000

김종범

MBA 43기

1,000

김영순

교직원

2,000

김창완

MBA 43기

1,000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여명

10,000

이병걸

AMP 45기~54기 박종명 등 80여명

1,000

㈜신화사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1,000

매월 자동이체
10만원 (2008년 6월부터)

김유일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부산대학교 발전기금’내에‘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경영대
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
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세무법인 WE동래

2,300

1,290

류제민

MBA 43기

1,000

황건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장

1,000

박기원

MBA 43기

1,000

채창호

MBA 42기

1,000

박동익

MBA 43기

1,000

김재오

AMP 59기

1,000

안지홍

MBA 43기

1,000

배근호

AMP 59기

1,000

이 인

MBA 43기

1,000

정동순

MBA 41기

1,000

이제용

MBA 43기

1,000

문병혁

MBA 41기

1,000

이창규

MBA 43기

1,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강민권

거림베스트

1,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권란희

1,000

김대철

AMP 55기

1,000

김현우

1,000

조강래

AMP 55기

1,000

최민호

1,000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김종세

MBA 42기

500

유용준

MBA 44기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전경준

MBA 44기

500

윤미라

MBA 44기

300

김정석

MBA 45기

500

이기만

MBA 44기

500

박미숙

MBA 43기

300

이상부

MBA 44기

5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이완범

MBA 44기

300

문희준

MBA 42기

200

이채성

MBA 44기

300

권춘오

MBA 44기

500

이현욱

MBA 44기

500

김민수

MBA 44기

300

정명진

MBA 44기

500

MBA 44기

200

조현진

MBA 44기

300

진순미

MBA 44기

200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100,000인(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경영대학 명예교수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300

10,000

전상우

MBA 43기

10,000

김범석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부미

MBA 44기

300

안 승

AMP 208대 총동창회장

1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준우

MBA 44기

500

채현식

MBA 44기

3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김현준

MBA 44기

300

최정진

MBA 44기

300

주영찬

APM 60기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문주상

MBA 44기

300

홍승표

MBA 44기

300

박기호

MBA 44기

500

홍정혜

MBA 44기

5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3,882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신민화

MBA 44기

300

황경선

MBA 44기

500

30,000

변종문

상대동문

5,000

신영섭

MBA 44기

200

정대교

MBA 44기

500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김유일

AMP 총동문회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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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발전기금

경영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단체출연

교수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

강상훈(3)

이찬호(1)

엄철준(3)

김정교(1)

김홍근(1)

전상우(10)

최해관(2)

이동은(1)

58기

15,000

60기

30,000

62기

23,000

고광수(5)

최수형(1)

장활식(1)

송태호(5)

손인(10)

정광택(5)

전경준(2)

박정일(3)

59기

25,000

61기

46,000

63기

40,000

김유일(10)

김종기(1)

최종열(10)

김일우(3)

박윤봉(5)

김강수(1)

전우철(1)

김창호(1)

김진우(3)

김기석(1)

김형석(2)

강정훈(5)

곽지영(5)

김진영(2)

홍태호(3)

옥기율(3)

이균봉(1)

이종훈(1)

김두성(5)

김정열(5)

진은경(3)

김동일(1)

조영복(3)

이장우(3)

이진호(2)

김승태(5)

반태옥(5)

김명종(1)

곽춘종(1)

최종서(3)

한미영(2)

박인규(2)

오상진(1)

김진옥(1)

서문식(3)

최상문(3)

김상철(2)

박기원(1)

이재훈(3)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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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낙필(3)

허재혁(3)

권한수(1)

이상후(1)

천정봉(1)

공병진(3)

최정미(1)

김도균(1)

이주식(1)

허태원(1)

진은경(1)

김민희(1)

강헌태(1)

김영수(1)

이광희(1)

박근서(10)

나용주(1)

손정화(1)

김정동(1)

박상욱(1)

이동계(1)

이웅기(1)

예상우(5)

강명근(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이종헌

박창수

㈜씨에스터

MBA 45기

200

12,000

AMP 65기 원우회

부산상대 동문

20,049

부산대 AMP 총동문회

MBA 45기 원우회

10,000

김홍식

MBA 46기

300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이영희

금호

10,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강병춘

금오기전

10,0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경석회

OB

5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옥미화

송원식품

300

10,000

두산인프라코어㈜

5,000

배현열

MBA 46기

300

김종현

㈜펠리테크

3,000

김보언

MBA 46기

200

1,000

오형록

MBA 46기

200

김태명

㈜케이시에스

2,000

조민숙

MBA 46기

200

최태은

SKC㈜

2,000

김영조

MBA 46기

200

박상용

MBA 44기

500

허용숙

MBA 46기

200

배건우

MBA 45기

800

홍성화

MBA 46기

200

김명수

MBA 45기

200

이희영

MBA 46기

200

김경래

MBA 45기

200

박성인

MBA 46기

200

김 석

MBA 45기

200

박석은

MBA 46기

200

김 직

MBA 45기

200

한종달

MBA 46기

200

전인수

MBA 45기

500

강봉수

MBA 46기

채진호

MBA 45기

200

MBA 46기 원우회

10,000

함란화

MBA 45기

200

MBA 47기 원우회

10,000

김도형

MBA 45기

200

AMP 66기

최종서

경영대학장, AMP 64-65기

배병수

교수

300

동문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율

230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50,000

박숙진

MBA 46기

1,000

MBA 45기

200

이강호

MBA 46기

500

정회근

MBA 45기

200

이 석

MBA 46기

1,000

오승주

MBA 45기

200

김보두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재능기부

200

30,000

40

강병중

6,000

전상우
효원회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 (4,500만원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이병찬(10)

18,000

AMP 61기

임동찬

AMP

삼일회계법인

㈜엘큐어

50,000

현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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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64기

41

만수출판사

전단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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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은 여러분의 원고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을날입니다! 읽으신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그렇게나 더운 여름인 줄 알았는데 벌써 하늘이 높아진 걸 보며 가을이 왔음을 깨닫는걸

이번 소식지가 2년간 최고참 기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김태일 학생과 1년간 학업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효원경영과 함께 한 지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네요.

및 동아리 활동을 겸하며 고군분투했던 장우윤 학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는

처음에는 소식지의 한 글자를 쓰는데도 그렇게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능숙하게 단신을

것 같습니다. 소식지 하나가 경영대학의 역사책이기에 저와 기자학생들의 어깨는 항상

써내려가는 것을 보며 같이 해 오며 큰 도움을 줬던 김지은선생님, 민재오빠, 태일오빠에

무겁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형용하기 힘든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손영태사장님, 특집에

김종관 학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칼럼을 써주신 동문 여러분 및 우리대학 관계자 여러

큰 도움을 주신 경영대학 파란 학생회 부회장님, 선뜻 도움을 주신 mba 홍보부회장님,

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다음 호에는 새로운 기자인 김윤지, 김나령 학생과 네덜란드

동아리 회장님들과 부산대 경영대학의 이름을 빛내주신 학생수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

경영학과 조교

트벤테대학에 특파원으로 있는 강민재 학생과 함께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려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호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뵐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영학과 15

김지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또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날입니다. 이번 효원경

보니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던 개강의 바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효원 경영 편집부로

영 13호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번 효

한 학기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원경영을 잘 이끌어주시는 천사 같은 지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는 점에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문 선배님들, 동아리 관

또, 4학년이라는 핑계로 이리저리 바쁜 저를 대신해 인터뷰를 비롯해 많은 일을 맡아서

계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호 역시 발간하는데 함께

진행해 준 두 사람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호에도 학우들에 대한 애정으로

고생한 지은 선생님, 태일이 형 그리고 우윤이한테도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들 다가오는

귀한 조언 아끼지 않아준 재필이 형, 건우, 예찬이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효원경영을

이번 새 학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완성하게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음 호에 꼭 취업 수기로 실릴 수 있도록

우리 효원 경영 역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효원경영을 알게 되고 2년 반 동안

경영학과 12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시원섭섭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김태일

경영학과 13
강민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제 자리를 빈틈없이 채워줄 윤지
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효원경영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 학우들, 모두 화이팅!

42

43

2017 OCTOBER

vol.13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051.512.1854 fax.051.581.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