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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지식경영학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비범한 인재를 찾습니다. 

우
리는 일상적
인 과정을거
쳐 양성된 표
준적인 인재
보다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범한 인재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를 선도할 것이라
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본
인의 선택으로 전문계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전
선에 뛰어든 비범한 인재
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약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하여 글로벌 리더로 거듭
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계적인 
전문지식입니다

중앙대학교지식경영학부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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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PEOPLE
교수님과의데이트

따사로운 햇살이 교정을 내리

쬐고 봄이 아닌 여름이 다가오

는 5 월, 이번 ‘교수님과의 데이

트’의 주인공은 바로 경영학부

의 남인우 교수님! 남인우 교수

님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

나인 ‘Marquis Who’s Who’ 

2014년 판에 등재됐다. ‘마르퀴

즈 후즈 후’는 매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

정해 등재하는 인명사전이다. 

남인우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

고 그가 살아온 과거부터 현재

까지의 발자취와 인생의 신념 

및 가치관을 직접 들어보자

Q    교수님의 전반적인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하
려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영
어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1학년부터 
유학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
게 영어학원도 쭉 다니게 되었죠. 하
지만 대학생활은 뒤돌아보면 아쉬
움이 많이 남았던 시기였습니다. 처
음에 대학교에 왔을 때는 의욕이 넘
쳐서 많은 동아리를 신청했다가 결
국 어느 동아리에서도 제대로 활동
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도 상당히 아
쉬웠죠.

Q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마케팅을 
전공하시려고 하셨나요?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매우 활동적으
로 느껴졌고, 결국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 것
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성격 자체도 전선에서 뒤에 물러서
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싸우
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재
무나 회계보다도 마케팅을 더욱 하고 
싶었습니다.

Q학생들이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선택하다면, 교수님께서 조언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짝이
는 아이디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분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논리력이라거나 분석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혹여 나는 남들
이 하지 않는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케
팅은 단지 창의성만이 아닙니다. 이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마케터들도 말
하는 부분인데, 창의성보다는 분석력
과 논리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카드 정
태영 사장 강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정태영 사장이 얘기
하는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은 현대카드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
상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만 물어봐온

BELOW
청룡연못 앞에서
교수님과 함께

BNE WEBZINE     PEOPLE
TEXT
강주완, 김준태, 노태준

PHOTO
류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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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
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몇 조원
에 육박하는데 그게 단순히 창의성이
나 아이디어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 정태영 사장의 반박이었습
니다. 즉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도 결
국은 논리력과 분석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디어란 부분
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함
인데, 이것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
려면 왜 이 아이디어가 먹힐 것인가
를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할 겁니다.

Q교수님이 교수직을 하면서 보람
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아무래도 수업을 할 때죠. 강의를 하
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초롱초롱한 눈
으로 집중하고 잘 알아듣고, 깨달았
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것만으
로도 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는 점도 매우 보람찹니다. 2010년 
즈음에 마케팅조사론 강의를 듣는 활
동적인 학생들로 인해 모임이 시작되

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면서 학생
들이 이러한 관계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그 학생들
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한 그룹을 만
들었습니다. 

Q교수님 연구실을 보니 자식 분
들이 그려주신 그림들이 붙어 

있던데, 매우 가정적이신 거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게까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라
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야간
에 수업이 많아서 집에 빨리 들어가
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붙여놓는 것은 어
느 정도 스스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을 느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 사
진들은 아이들이 제 생일 때마다 선
물로 그려준 것이에요. 해마다 1 장
씩 받게 되는데, 그림실력이 나날이 
늘어요.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
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런데 요즘은 잘 그려 주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직접 강요하고 있습니다. (
웃음) 큰 애가 대학 갈 때까지는 그리
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라는 세계 3 대 

인명 사전에 등재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
니다. 유명 저널에 논문이 나올 경우
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즈음에서 논문집『Organization 
Science』를 저술했는데 이것이 ‘UT 
dallas’라는 경영학에 있어서 저명

한 저널에 실린 적이 있어요. 이러
한 점이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라는 인명 사전에 등
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닌
가 싶습니다. 

Q 웹진을 보고 있는 나이 어린 재
학생 및 동문에게 꼭 전하고 싶

은 조언이 있다면?

학생 여러분들께 ‘대학생활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대학생활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
정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해야 할 일’
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충돌이 생
기는 거죠. 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할 일’을 마치
고 나중에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
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생 선배로
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일’은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야 할 일’
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
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방면이라 하더라
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20년 후가 되어 보지 못했기 때
문에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결정이 옳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
럴 때는 그 방향에서 인생 선배님들
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
니다. 앞선 길을 가본 사람들에게 의
견 및 조언을 듣고 신중히 판단을 하
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ABOVE
학교 앞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남인우 교수님

RIGHT
연구실 출입문

자녀들이 생일때마다
그려준 사진

BNE WEBZINE     PEOPLEPEOPLE     BNE WEBZINE

RIGHT

Marquis Who’s Who

인명 사전에 등재된

교수님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가
장 힘든 것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고민입니다. 대학
생활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
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교수님’은 다소 어려운 이미지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

다. 때문에 전공학부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교수님의 놀라울 만큼 솔

직하고 소박한 모습에 금세 사라지게 되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교수님의 다양한 가치관 및 신념과 인생 이야기에 빠져 들었다. 그 만

큼 교수님의 이야기는 본인의 삶만큼이나 역동적이며 흥미로웠다. 

더군다나 5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진 촬영을 재차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편하게 사진 촬영 및 인터뷰를 진

행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인터뷰에 참여해주

신 남인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BENE:FIT OUTRO
(홍보대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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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ANN
How about go to the CAFE ANN
when you want to eat something fresh.

‘상큼한 게 먹고싶

어’라고 했을 때 흑

석에서 갈곳이 없었

다면..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CAFE ANN

을 가보는 것은 어

떨까?  

멀리가지 않아도 흑

석에서도 리코타치즈 

샐러드와 수제버거를 

맛볼 수 있다. 샐러드

위에 직접 만드는 신

선한 리코타 치즈와 

견과류, 크랜베리가 

듬뿍 올려져 있다. 발

사믹 소스를 뿌려 함

께 나오는 치아바타 

빵 위에 치즈를 얹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 

수제버거도 다른 버

거들과는 달리 건강

을 배려하여 신선한 

친환경 재료들로 만

들어진다.

매콤한 떡볶이 치즈 

그라탕, 스테이크 누

들&샐러드도 인기메

뉴! 매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치즈는 환상

의 궁합이다. 

크림생맥주와 샹그리

아도 판매하니 가볍

게 저녁에 한 잔 하기 

딱 좋을 것 같다. 

오후 6시까지는 커피

리필도 가능하고 5시

까지 세트메뉴도 있

으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우들은 참

고하길 바란다. 또 공

강 시간에 조용한 공

간을 찾는 학우 분들

에게도 추천한다.

폰 충전이 가능한 공

간과 담요도 준비되

어있으니 여자들의 

회식이나 모임장소뿐 

아니라 데이트코스로

도 제격이다. 상큼한 

샐러드에 시원한 맥

주 한잔이면 센스 있

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

BEST

RESTAURANT

223-18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Korea

02-824-2788

흑석동 223-18

중앙대학교 정문 알파문구 옆 지하

영업시간 11시-2시

GO WHERE

CAFE ANN
It seems to be good in the evening

COOL
STUFF
지난 무더웠던 여름
당신을 시원하게 해준 
그 무언가는?

TOUR
무더운 여름을 피하고 싶다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최고!

ICED SOFT DRINK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들이키게 되는
아이스음료!

FAN
내곁에는

휴대용, 탁상용, USB 
다양한 규격의

선풍기가
있었다.

BICYCLE
진정한 강자라면 시원한 바람을 함께!

BEER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SPORTS
이열치열이다!

더위도 나를 
막을순없었다!

TEXT
안효인

PHOTO
류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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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FRI
재무연구회

미래의 금융 전문가를 꿈꾸며 노력하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가 있다. 바로 ‘재무연구회’이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알찬 동아리!

금융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중앙대생이라면

‘재무연구회’에 주목해보자.

재무연구회는 2003년 6월 초대 지
도교수님인 박광우 교수님 아래 경
영 96학번 전용주 선배님 외 16명이 
모여 설립된 동아리로 11년의 역사
를 자랑한다. 현재는 이관영 교수님
의 지도 하에 활발히 활동 중이며, 올
해 3월에 22기의 회원이 신입으로 
가입하였다. 

재무연구회의	가족이	되려면?
재무연구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
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신입회원 
모집 이전에 기존의 회원들이 어떻
게 세미나가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공개 세미나를 1회 진행한다. 
그 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
개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회원을 선발한다. 자칫 재무연구회
가 문턱부터 넘기 힘든 동아리로 비
춰질 수 있으나, 당장 금융지식이 뛰

어나지 않더라도 배움에 대한 열정
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재무연구회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재무연구회’하면	떠오르는
‘스터디’와	‘세미나’

재무연구회의 주요 활동으로 스터디
와 세미나를 꼽을 수 있다. 재무연구
회 회원 내에서는 재무연구회의 세
미나와 스터디는 한 학기에 6학점을 
더 듣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의 
노력과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다
는 뜻이겠지만, 단지 부담스럽기만 
한 활동들은 아닐 것이다.

스터디란?
‘함께,	자유롭게,	깊이	있게!’
스터디는 일반적인 스터디 형식처럼 
몇 인 1팀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
된다. 예전에는 스터디가 세미나의 
준비 수단으로 여겨졌으나, 2011년
부터 금융 자격증(CFA 등), 경제 이
슈, 이코노미스트 강독, 전공 심화 공
부 등 자유롭게 그룹 별로 주제를 정
하여 진행되고 있다. 재무연구회에
서는 동아리 안에서 관심 있는 공부

를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금
융 자격증 공부도 개인적으로 준비
할 필요 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서
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
어 있다. 

세미나란?
‘치열한,	거침없는,	사고의	확장!’
재무연구회의 세미나는 많은 학생들
에게 살벌(?)하기로 유명하다. 세미
나는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공개 세
미나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에 정
기 세미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루의 세미나는 2번의 발표로 진행
된다. 하나는 국내 경제 이슈 기사 하
나를 채택하여, 그 주제에 대한 이슈
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
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코노미
스트 잡지에서 발표자가 관심 있는 
기사를 발췌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BELOW
재무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BNE WEBZINE     FOCUS
TEXT

이장현, 이선아, 장영하

PHOTO
류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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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세미나는 재무연구회 사
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발
표 끝에 거침없는 피드백이 주어지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
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미나
는 동아리 부원들이 많은 사람들 앞
에서 발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서로의 사고를 넓힐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졸업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동아리,	견고한	유대감
스터디와 세미나 이외에도 중앙대학
교 경영대 내에서 재무연구회가 유
명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선배들
과의 끈끈한 관계’이다. 재무연구회
는 여러 행사와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 졸업 선배와 재학생 간의 끈끈
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졸업 선
배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선배 방문 행사’와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가 있
다. 특히, 선배방문행사는 다른 동아
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무연구회
가 자랑하는 행사이다.

BNE WEBZINE     FOCUSFOCUS     BNE WEBZINE

선배가	들려주는	생생한
현업	이야기,	선배	방문행사
선배방문행사는 재학생 회원들이 매 
학기마다 2-3명씩 짝을 지어 선배방
문행사에 참여 가능한 졸업생 선배
님들을 찾아 뵙는 행사이다. 이 행사
는 소수의 재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
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을 찾아 뵘
으로써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을 듣
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
기 위한 자리이다. 이 행사를 통해 선
배-후배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
들고, 특정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선
배님으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재학생들에게 흔치 않은 기
회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선배방문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선배와의	즐거운	대화
HOMECOMING DAY
홈커밍데이는 2학기 행사로 매년 진
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졸업생 선배
님들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졸업생
이 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
이다. 졸업생 선배님들께는 학창시
절을 떠올리게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자리이다. 선배방문행사와 달
리, 많은 졸업생 선배들을 보다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다.

끊임없는	시도
DYNAMIC한	동아리
현재 재무연구회는 대학 금융투자 
연합동아리인 UIC에 가입되어 있다. 
재무연구회는 UIC의 일원으로서 성
균관대, 한양대, RFIS 와 연합 세미
나를 개최하여 타 대학의 동아리와 
금융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공모전	입상
재무연구회는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
가하여 여러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
다. 재무연구회 내에서 관심 있는 사
람끼리 모여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팀을 꾸려 출전하게 된다. 지
금까지 꾸준히 공모전에 출전한 덕

분에 중앙대 내에서 입상 실적이 끊
이지 않는 동아리 중 하나로 자리매
김 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한국정책
금융공사 주최 논문 공모전과 동부
문화재단 주최 금융제안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실무자	초청	강연회	진행
재무연구회의 활동은 단지 동아리 
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재무연구회
는 2003년 설립 이래로 매년 꾸준

히 2~3회 정도의 실무자 초청 강연
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3
년에는 삼성증권, 동부증권, 외환은
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평가의 실
무자 분들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었
다. 다가오는 6월 3일에는 재무연구
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중앙
대학교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강연회를 준비 중이다. 이날 강연회
는 졸업 선배의 도움으로 헤지펀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강연회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모인 
학우들은 함께 정기세미나와 스터디
로 내실을 쌓아, 훗날 금융 분야 전문
가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
무와 금융에 대해 널리 공부하고 여
러 사람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동아리. 이러한 동아
리를 찾고 있다면 재무연구회의 문
을 두드려보자!

ABOVE
열띤 토론중인
재무연구회 회원

BELOW
재무연구회
21기, 22기

It was quite a challenge. Caufri make the chance to 
grow with each other are prepared.

ABOVE
재무연구회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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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 WEBZINE     TOURTOUR     BNE WEBZINE

시설이 갖추어져 남녀

노소 다양한 계층이 문

화생활을 즐길 수 있

다.(구간 2.7㎞, 신대

방삼거리역~보라매 

생태다리~보라매역) 

▲6코스 ‘동작마루길’
은 애(愛)를 테마로 해 

동작구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을 연결하는 코

스로 형제, 친구와의 

우애를 표현했다. 특히 

구는 성대시장과 상도

3동 마을길에 스토리

벽화, 스트리트아트 등

을 조성했으며, 국사봉 

등산로 곳곳에 숲속 문

고, 숲속 그네, 효도 장

기판을 부착한 의자를 

조성해 친구와 연인, 

가족단위로 재미있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구간 4.8㎞, 신

대방삼거리역~살피재

~숭실대입구역~현충

원 상도동 출입문) 

▲7코스 ‘까치산길’

은 동작구에서 살아있

는 생태환경이 가장 훌

륭한 곳으로 자연보존

의 의미로 보(保)를 주

제로 삼았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피톤치드

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숲속놀이터 개

념의 자연놀이기구 체

험장이 조성돼 있다.(

구간 3.6㎞, 백운고개 

생태다리~상도중학교

~사당역)

동작충효길
7코스 소개

고구산동길

중앙대 후문에서
현충원으로가는길

▲1코스 ‘고구동산길’
은 생(生)을 테마로 

삼림욕을 즐길 수 있

는 서달산 잣나무길, 

피톤치드(삼림욕) 체

험장, 살아있는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

는 숲속 유치원(자연

학습장)으로 구성돼 

있다.(구간 3.2㎞, 배

수지공원~노들역~중

앙대 후문~현충원 상

도동 출입문) 

▲2코스 ‘현충원길’의 

테마는 충(忠)으로 국

립서울현충원 내부 및 

외부를 지나면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자는 

취지다. 국립서울현충

원 내 호국지장사, 대

통령·장군·사병묘

역 등을 지나면서 애

틋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구간 

2.6㎞, 현충원 상도동 

출입문~동작역)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던 목

요일 오후, BENEFIT(경영 경

제대학 홍보대사 4기)의 4인이 

흑석동의 숨은 명소를 찾기 위

해 길을 나섰다. 지난 경영 경

제대학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

던 날, 학장님으로부터 중앙대

의 숨은 명소에 대한 제보를 받

을 수 있었다. 그곳은 바로 ‘동

작충효길’! 학교를 여러 해 다

녔지만, 4인 모두에게 낯설기만 

한 이름이었다. 학장님으로부터 

얻은 ‘후문에서 그리 멀지 않

다’는 정보만을 가지고 후문

을 나섰다.

한 10분 남짓 걸었을까? 동작충

효길 안내도가 나타났다. 안내

도를 참고하여 자연학습장 방향

으로 탐방 코스를 정했다. 아담

한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울창한 나무를 따라 동작충효길

이 나타났다. 

앞으로 곧게 뻗은 소나무 길은 

분주한 도심 속에서 좀처럼 찾

기 힘든 차분함을 느끼기에 충

분하였다. 간간히 들려오는 새

소리를 친구 삼아 넷이서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숲의 향

기를 만끽하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작 충효

길’의 한 가운데에 다다랐을 

무렵, 쉼터가 눈에 보였다. 수많

은 태극기가 걸려있는 청렴실천 

365 나무가 눈에 띄었다. 그 옆

에는 아담한 숲 속 작은 도서관

이 자리하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아래, 우리 BENEFIT 4인은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분주했다. 따듯한 햇

살과 짙은 녹음의 향기 속에 있다 보니, 어느덧 다시 수

업이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다. 짧은 공강 시간에 길을 

나섰기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다

시 방문하자고 약속하며 학교로 돌아왔다. 과제와 학업

에 둘러싸인 학우들에게, 연구와 업무에 시달리시는 교

수님들에게, 흑석동에서 도심 속의 고요함과 아늑함을 

느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작 충효길’을 거닐

어 보길 추천한다.

BELOW
동작충효길
1코스 ~ 7코스

OUTSIDE  
TOUR

동작충효길
Dongjak Filial Piety   Road

자연생태
걷기벨트
문의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02-820-9825)

▲3코스 ‘한강나들길’
의 테마는 효(孝)로써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 묘

를 찾기 위해 잠시 쉬

어갔다는 용양봉저정, 

효사정 등을 거치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산책코

스 중간마다 ‘효도전화

의자’라는 시설물을 설

치, 산책 중에 잠시나

마 부모님께 안부전화

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이 마련됐다.(구간 4.7

㎞, 동작역~흑석역~

효사정~사육신역사공

원~노량진역) 

▲4코스 ‘노량진길’

은 정(情)을 주제로 노

량진수산시장과 노량

진근린공원을 지나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걷

기 편익을 위해 무장애 

등산로와 장미터널도 

조성됐다.(구간 3.4㎞, 

노량진역~노량진수산

시장~용마산 정상~신

대방삼거리역) 

▲5코스 ‘보라매길’

은  통(通)을 테마로 

해 문화와 자연을 교감

하는 소통의 길로 조성

됐다. 성대시장을 지나

면서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으며, 보라매공원

에서는 청소년수련관, 

피크닉장, 구민체육센

터, 노인복지관 등의 

TEXT
강주완, 강유림, 장영하

PHOTO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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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제학부 학생이라면 꼭 배워

야 한다!’ 하는 과목이 있다면?

경제학의 기본을 다루는 경제학

개론은 꼭 수강해야 합니다. 1학

기에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결

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며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과 원리를 다루는 

경제학 개론1을 배우며 2학기에

는 주요거시변수들이 결정되는 

매커니즘과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통화정책의 효과

를 분석합니다.

Q경제학부의 자랑거리는 무엇

이 있나요? 

경제학부는 학회와 소모임 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각 학회 및 소모임은 경제학

부 내 친목도모와 단합에 큰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Q경제학부의 주요 학회와 소모

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경게학부에는 경제이슈를 경

제적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

하도록 돕는경제철학, 아담스미스와 케인즈의 뒤를 잇

는 경제학도 양성에 힘쓰는S-KIAN 33년 전통의 경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회인EPSDA 그 외

에도 문화예술공동체 LA NAISSANCE, 축구 소모임 

SHADOW, 농구 소모임 CRACKERS, 기업분석과 실전

투자를 하는 중앙투자연구회가 있습니다.

Q경제학부에서 학회와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주1회 이상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가족 같은 분

위기와 선후배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그 비결이라고 생

각합니다.

Q경제학부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무엇이 있나요?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경제학부 총MT 워크샵, 체육대

회, 포럼, 동문초청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경제

학부만의 특별한 행사는 많은 경제학부생들이 모이고 

즐길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가질 수 있는 포럼이 가장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세미나를 준비하여 전체 경제학부생 및 교수님

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열리는 세미나, 교수님들께서 

평가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경영경제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안에서 이런 기회가 없었

더라면 서로가 어떤 학문을 배우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에 대해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경제학부에 대해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한 단과대학 안

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갖고 발전해나갔

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부	연혁

2011.01.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로 명칭 변경 
1995.10. 경제학과 개과 50주년 기념행사 
1990.03. 정경대학, 경제학과 경제학과로 통합 
1980.03. 2부대학 경제학과 설립
1968.12.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로 명칭변경 
1945.10. 전국 대학 최초로 중앙여자전문학교 경제학과 신설 

SCHOOL     BNE WEBZINE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 경제이론과 정책, 경제사 등 특성화된 커리큘

럼을 통해 21세기를 내다보는! 경쟁력 있는 학생

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부. 경제이론과 현

실을 이해하고,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 대안을 제

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경제인들의 요람. 

경제학부에 대해 알아보자!

BNE WEBZINE     SCHOOL

Q경제학부에 궁금한 
점은? 

저희 학부의 경우 평

일 저녁이라던가 토

요일에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학부와 마주친다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이 적은 것 같아

요.  그래서 경제학부 

내에서 저희 학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지 궁금해요.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교류하여 좋은 정보

도 공유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회를 먼저 

접해본 선배로써 멘

토가 되어드리고 싶

어요. 경영경제대학 

학생으로써 같이 발

전해나갈 수 있는 기

회가 생겼으면 좋겠

습니다. (웃음)

지식경영학부
SCHOOL OF GLOBAL
KNOWLEDGE-BASED
MANAGEMENT

지식경영학부 연혁

2014.02	글로벌지식경영학부	졸업생	배출
2011.02	지식경영학부로	명칭	변경
2010.03	글로벌지식학부	1기	입학
2009.12	글로벌지식학부	설립

Q지식경영학부 학생
이라면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경영사례연구와 조직

행동론 등 실무나 회

사 생활에 직접 접목

시킬 수 있는 과목들

이 몸소 와 닿는 것 

같아요.

Q수업은 어떻게 진
행되는 건가요? 

기업의 실제 경영 

CASE나 외국대학

의 논문들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이해

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가상의 조직상

황을 설정하여 조원

들과 해결해 나가면

서 다른 조와 비교하

여 발표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집니다. 

Q지식경영학부의  
자랑거리는? 

지식경영학부의 가장 

큰 자랑이라면 다양

한 연령대, 다양한 직

업을 가진 분들을 ‘

친구’라는 이름으

로 만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Q지식경영학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4월에 진행되는 전체 

연합 MT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

동과 대화를 통해 서

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지식경영학부라는 이

름 하에 끈끈한 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TEXT
김다정, 안효인, 배선우

PHOTO
김효원, 류인우

▶지식경영학부는 현장

실무경험자의 교육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

들어진 학부로서 타 학

부와의 이러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학부이

다. 오랜 역사를 지닌 것

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

전이 더 기대되는 지식경

영학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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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해요. 말없이 태

도만 관찰하시는 분, 

일부러 무관심한 척 

하시는 분, 일부러 공

격적인 질문을 하시

는 분 등등 각자의 역

할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면접관의 태

도에 주눅들지 않고 

모든 면접관을 상대

로 좋은 인상을 남기

는 것이 중요해요. 

Q회사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재미있게 일하고 있

는 게 가장 큰 자랑이

에요. 각자 자기의 일

에 대해 항상 생각하

고 몰입해 있는데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희 팀은 연령대가 낮

고 성비가 잘 맞아서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남자뿐

인 팀도 있거든요(웃

음). 회사 명함도 예

뻐요. 정말 자랑스러

워하는 부분입니다!

Q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친구를 오래 만

나세요. 입사하고 나

면 인간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

이 관계가 소홀해지

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

어들어요. 삶을 구성

하는 WORK& LIFE

에서 학생들은 항상 

WORK를 위한 준비

에만 신경을 써요. 

LIFE를 위한 준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자동차 이현정
경영학부 09학번

Q학교생활은 어떠셨
나요?

1학년 때는 밴드를 했

었어요. 음악을 잘해

서 밴드를 한건 아니

고 그냥 음악이 좋아

서 한 거였죠. (웃음). 

또한 마케팅 동아리를 

하면서 공모전도 많이 

참가했어요. 처음 나

간 공모전이‘알바천

국 마케팅 공모전’이

었는데 정말 기적처

럼 대상을 받았어요. 

휴학을 했을 때는 해

외 인턴십으로 미국에 

6개월간 다녀왔어요. 

영어도 배우고 싶었고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Q성적이 정말 좋으셨
다고 들었는데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적은 딱히 마음먹고 

관리를 했던 건 아니

었어요. 1학년 평점이 

4.5였는데 처음에 노

력한 것에 비해서 성

적을 잘 받았고 그 이

후엔 성적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었죠. 

Q취업준비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일부

러 취업을 집중해서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

터 성적에 신경을 많

이 써서 고학년 때 일

부러 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취

업을 위한 준비라기보

다 자기개발 개념으로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생각하고 했다

기보다는 즐기면서 했

고 밴드 경험도 그저 

재미있어서 한 것이지

만 자기소개서에 문화

친화성 요소로 쓸 수 

있는 거리가 되었죠. 

Q면접을 잘 볼 수 있
는 팁이 있다면요?

면접관들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

Q학교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사실 학점이 별로 좋지 않

았어요. 하지만 학점이 좋지 않

았던 대신에 사람 관계를 많이 

챙기려고 했어요. 과내에 축구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선배님들

이 술이라도 한잔 사주신다고 

하시면 절대로 빼지 않았어요. 

특별히 인맥 관리를 하려고 했

던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좋아

서 그렇게 다녔던 건데, 지금 와

서 생각하면 다 재산이 되었죠. 

후배들에게도 학점 0.1점, 토익

점수 10점에 연연하기보다 사

람을 많이 알아가는 걸 권하고 

싶어요.

Q정규직 전환은 어떤 식으로 진
행되나요?

채용 시스템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한 것은 같이 인턴을 하는

데 “여기에서 무조건 몇 명만 

붙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이

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이랑 경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해

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동료로 

일을 하면서도 이 중에 누가 붙

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저 같

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했어

요. 팀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

기서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

어요. 하지만 이건 내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결정적인 것 하

나는 남겨두려고 했죠. 

Q면접에 성공하신 비결이 있다
면요?

내 강점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예요. 같이 면접 본 친구들 중에

는 저보다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다 붙지는 않았

어요. 회사생활, 단체생활에 얼

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

지를 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 회사 면접을 본 선배님들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팁입니다.

Q스펙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과 관련 있는 스펙을 준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동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어

떻게 잘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졸업요건도 너무 등

한시하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Q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사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못하는 걸로는 타고났

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귀부터 빨개질 정도로 수

줍음이 많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은 제 스스로가 많이 부

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발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

한다고 하면 저는 보통 이주일 전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면서도 발표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남들보다도 잘하게 되더라구요. 후배님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노력을 강조하고 싶어요.

현대자동차 조용우 
광고홍보학과 0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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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링크사업(LINC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최근 진행
된 에이스사업(ACE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
은 상태이다. 이러한 학교의 발전과 함께 대
학평가에서도 더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는 여러 동문들의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
다.”며 동문들의 학교 발전에 대한 참여를 독
려했다. 
  또한, 이창수 동창회장은 “동문 네트워크
의 활성화와 동문 세대간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700명 이상의 동문
들이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는 ‘미래 중경 
700’이라는 동문회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4기	경영경제대학	홍보대사	BE-
NE:FIT	위촉장	수여식
2014학년도 경영경제대학 홍보대사 4기 
“BENE:fit” 의 위촉장 수여식이 지난 5
월 22일(금) 낮 12시에,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열렸다. 
  BENE:fit는 Business, Economic & en-
thusiasm : fit의 약자로 경영경제대학의 열정
을 담아 경영경제대학의 중요한 benefit이 되
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ENE:fit는 한 해 동
안 경영경제대학을 홍보하기 위해 대학 내 뉴
스 취재와 고교방문, 캠퍼스 투어,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지원, 홍보 페이스북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분기 및 격월로 발행되는 웹진과 뉴스
레터를 통해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 정보를 전
달하고 고등학교 방문 행사와 수험생들과 함
께하는 캠퍼스 투어 행사로 우리 대학을 지망
하는 수험생들에게 전공 알림이 역할을 수행
한다. 경영경제대학 오규택 학장은 이날 수여
식에서 “우리 경영경제대학을 대표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재미있게 활동해 달라” 며, “
경영경제대학의 특성상 이러한 활동이 각자의 
경험과 경력에 소중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이에 4기 기장을 맡은 류인우(경영학부 09학
번) 학우는 “경영경제대학 홍보대사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고, 1년 동안 우리 계열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00주년	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건립	후원의	밤’	개최
‘100주년 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건립 후원
의 밤’ 행사가 4월 21일(월) 오후 6시 30분,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
versity Club에서 열렸다. 당초 계획은 참석자
들이 310관 건설현장을 시찰한 후, Universi-
ty Club으로 이동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러나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희
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당초 예정보다 행사
를 간소화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좌석 없이 서
서 진행하였고, 행사 도중 박수를 일절 자제하
는 등 다소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성 이사장과 이용구 총장
을 비롯하여 어준선 경영경제관 건립 후원회장
(現 안국약품 회장)과 이창수 경영경제대 동
창회장(現 삼정회계법인 대표), 이재오 국회의
원 등 사회 각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중
앙대 동문 1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BNE NEWS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의 소식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이 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영경제대학	멘토링	프로젝트
(CAU	HON),	세미나	개최
경영경제대학 멘토링 프로젝트, CAU HON 
(Human Open Newtwork)의 3차 멘토단 모
임이 8월 8일(금) 오후 7시,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 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금번 회의에는 오규택 경영경
제대학 학장, 이관영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해 
경영경제대학 동문 및 경영학부 취업동아리 임
원, 학교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석하였다.  
  오규택 경영경제대학 학장은 “최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역량의 차이를 매우 중
요하게 여기고, 이런 이유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 동아
리를 통해 직무 역량을 배우고, 이미 직종에 종
사하는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학생이 되게 하고 
싶다.”며, 이번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경영경제대학,	[WELCOME	TO	
C.P.A.	CAREER]	행사개최
‘Welcome to “C.P.A.” Career’ 프로그램
이 지난 6월 30일(월) 약학대학 및 R&D 센터
(102관)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열렸
다. 이 자리에는 이용구 총장, 경영경제대학 오
규택 학장, 강선민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 경영
학부 전영순 교수, 대학원 회계학과 정도진 학과
장, 박창헌 교수, 임시묵 교학지원팀장, 경영학부 
1학년생 39명 등 약 60명이 참석하였다. 
  오규택 학장은 ‘성공적인 Career를 위한 제
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을 설명하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
고 싶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며 “전
문 동아리에 참여해 관심 분야가 유사한 학생들
끼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	대학창업교육센터협
의회	회장	선임
우리 대학 경영학부 김진수교수가 지난 8
월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학창업교육센
터협의회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되
었다. 대학창업교육센터협의회는 교육부 
LINC사업단 소속의 66개 대학의 창업교육
센터장들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약 250여명
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창업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우리 대학 LINC 사업단 창의인재교
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교수는 수락 
기조 발언에서 “협의회를 대한민국 창업
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며, 대학 창업교육
관련 커리큘럼, 교재 및 컨텐츠 개발, 대학
간 창업교육 교류 확산, 글로벌 선진기관과
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창업
교육 선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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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영경제대학	동창회	임
원회의	개최
“2014년 경영경제대학 동창회 임원회의”가 
6월 24일(화) 오후 6시,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열
렸다. 금번 회의에는 김창수 행정부총장, 이창
수 동창회장, 김태원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경
영경제 동창회 임원 및 학교 관계자 등 약 30명
이 참석하였다. 동창회 업무 보고에 앞서, 김창
수 행정부총장은 인사를 통해 "올해 우리 학교

경영학부	나영	교수,	’한국경영교
육	대상’	수상
경영학부 나영 교수가 지난 2~3일 경남대에
서 열린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정기총회’
에서 한국경영교육 대상을 수상하였다.
  나영 교수는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ESG)’,‘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다양한 
논문을 선보여 연구우수논문상을 받는 등 경영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인정받았다.
  한편, 나 교수는 교육부 교과과정 심의위원과 
한국연구재단 사회분야 전문위원(RB), 한국
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
며, 저서로는 통계적 연구방법론의 이해, IFRS 
회계와 경영분석, IFRS 회계학원론 등이 있다.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경제57),	
발전기금	3억	원	기탁
‘어준선(경제학과 58학번) 안국약품 회장이 
5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201관(본관) 2
층 총장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3억 원을 전달했
다. 이 자리에는 박용성 이사장, 이용구 총장을 
비롯하여, 김성조 교학부총장, 장태규 연구부
총장, 김창수 행정부총장, 김성덕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1961년 경제학과를 졸업한 어준선 동문은 지
난 2004년부터 11년째 모교의 발전을 위해 사
재를 털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6
년에는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 및 학업 증
진을 위해 ‘안국 어준선 장학금’을 조성한 
바 있을 정도로 후학 양성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지난해까지 21억을 기탁해온 어준선 회
장은 이 날 기탁한 3억원을 포함해 총 24억 여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단일 기부인으로는 최
고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어준선 동문은 “명문사학 중앙대의 동문으
로서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뜻 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경제관 건립도 성공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수 있었으
면 한다”며, “이 기금이 나라의 미래가 될 인
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준선 동문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제 
15대 국회의원직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재는 안국약품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후원회 
회장직을 맡아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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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경제대학의 미래를 함께할 이곳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      TEL : 02-820-5530  /  FAX  :  02-817-4891 

건축허가 2013. 7. 26 건축허가 완료

주요실 구성

강의실 75실, 연구실 203실

건축면적 7,026.00㎡ 대강당(750명), 식당(400명)

연면적 73,899.70㎡ 행정실 42실, 동아리실 115실

규모 지하6층~ 지상12층 냉난방시스템 일체형 냉온수기, 가스식 개별 냉난방기

주차대수 444대 공사기간 ~ 2016년 7월 31일(총 35개월)

승강기 E/V 13대, E/C 20대 시공사 두산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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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sets its educational direction 
on producing globally-minded businessmen to be equipped with the 
practical knowledge of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full aware-
ness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 become future leaders

E-mail : tyche@cau.ac.kr
Fax : +82-2-817-4891
Office : #606, bldg.303
Homepage : http://bne.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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