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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및 경쟁력
yeonlee.snu@gmail.com
수업시간: 화요일 10:00 am – 12:50 pm
강의실: Bldg. 140-1, Rm 202
면담시간: 화요일 1:25 - 2:25 pm 또는 이메일로 사전조정
연구실: Bldg. 140-2, Rm 303

강의 개요

• 본 수업은 한국식 성장전략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ABCD 모델을 배운 후
학생들이 한국의 사례 중 흥미롭고 의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개설됨.
•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문헌들은 유교사상, 수출정책, 교육열, 강한정부와 같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으로 주로 논의되어옴. ABCD모델은 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what에 기인한 요인이 아닌 how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설명해줌.
• 본 수업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됨. 전반부는 ABCD 모델에 대한 교수의
강의로 학생들은 책을 읽고 관련문헌을 공부한 후 토론하게 됨. 후반부는 학생들의
연구로 진행.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좋은 발표와 논문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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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 Grade [total 100%]
- Professionalism (수업태도): 25%
- Weekly write-up (과제): 25%
- Presentations (개인발표): 25%
- Final report (소논문): 25%
• Professionalism: 수업태도 (25%)
- Students should attend all classes. Those who miss more than two classes may
not receive a grade. Tardiness and class disturbances may be reflected in the
grade.
-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know the Honor Code and apply it to all work and
behavior in the class.
• Weekly write-up: 과제 (25%)
-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 전반부는 해당 챕터를 읽은 후 한 장에 요약 및 비평하여 제출
- 학생연구로 진행되는 수업 후반부는 발표내용 및 피드백을 토대로 한 장에 요약 및
비평하여 제출
- 모든 과제는 수업시간 24시간 전인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yeonlee.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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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 Presentations: 연구 발표 (25%)
- 학생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ABCD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 및 발표
- 학생 수에 따라 발표일정은 추후 결정
- 학생은 발표일 24시간 전에 이메일로 발표물 제출
- 발표 당일에는 수업 참석자 전원에게 발표자료 배부 (한장에 4개 슬라이드, 양면)

• Final Paper: 소논문 (25%)
- 12월 11일, 오전 11:50까지 이메일 제출
- 소논문의 양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 대략 A4 20장,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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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Write-up (과제) 양식
• 과제 제출 시 이메일 및 파일이름은 다음과 같이 통일함
“KSP Weekly_Chapter #_이름.”
전반부

이름
Chapter #: 강의제목
“예시- Chapter 2: Analyzing Competitiveness”
• 문단 1: 책의 해당 챕터 요약
• 문단 2: 생산적인 비판 및 질문

후반부

이름
주차 #: 수업제목
“예시- 8주차: 학생발표 1(문헌연구)”
• 문단 1: 전 주 학생발표 및 코멘트 중 중요하게 느껴진 점
• 문단 2: 본인연구에 진행상황 요약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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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교재

• 필수 교재:
• Moon, Hwy-Chang (2016).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 Oxford
University Press

• 추천 도서:
• 문휘창 (2012). K-전략: 한국식 성장전략 모델. 서울: 미래의 창
• Moon, Hwy-Chang (2010). Global Business Strategy: Asian Perspective, World
Scientific
• Cho, Dong-Sung. and Moon, Hwy-Chang. (2013). From Adam Smith to Michael
Porter: Evolution of Competitiveness Theory, extended edition. World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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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정 (1)
PART 1: 전반부
1주차 (9/4): 수업 소개
• 수업 개요 및 소개
• 실라버스 설명
2주차 (9/11): 1장, 2장 및 학생소개
•

강의: Chapter 1. Foundation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hapter 2. Korean Government Leadership for National Growth

•

학생 소개: 사진이 포함된 CV 1장 제출

•

과제: Weekly 1 (실라버스의 pg. 5 참고)

3주차 (9/18): 3장, 4장
강의: Chapter 3: Korean Business Leadership for Corporate Growth

•

Chapter 4: The ABCD Model: The Success Factors of Korea’s Economic Success
•

과제: Weekly 2 (실라버스의 pg. 5 참고)

4주차 (9/25): 추석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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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정 (2)
5주차 (10/2): 5장, 6장
• 강의: Chapter 5: The ABCD Model: Theoretical Foundation
Chapter 6: The ABCD Model: Applications to Korea’s Three Successful Firms
• 과제: Weekly 3 (실라버스의 pg. 5 참고)
6주차 (10/9): 한글날 휴일
7주차 (10/16): 7장, 8장
• 강의: Chapter 7. Internationa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Chapter 8. Internationalization at the Firm Level
• 과제: Weekly 4 (실라버스의 pg. 5 참고)
8주차 (10/23): 9장, 10장
• 강의: Chapter 9. Understanding Internationalization from a Cultural Perspective
Chapter 10: New Challenges in Korea
• 과제: Weekly 5 (실라버스의 pg.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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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정 (3)
9주차 (10/30): 11장, 12장
• 강의: Chapter 11. Upgrading Korea’s Competitive Advantages
Chapter 12. The Generalization of the ABCD model
• 과제: Weekly 6 (실라버스의 pg. 5 참고)
10주차 (11/6): 결론 및 연구방법론
• 강의: Conclusion chapter
연구방법론
• 과제: Weekly 7 (실라버스의 pg. 5 참고)

PART 2: 후반부
11주차 (11/13): 학생 발표 1 (문헌연구) (PPT: 최대 8개 슬라이드)
• 주제와 관련된 가장 최근 문헌연구 조사 및 발표
• 발표시간 각 10분: 문헌연구, 연구목적, 연구방향 및 방법
• 과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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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정 (4)
12주차 (11/20): 학생발표 2 (사례연구) (PPT: 최대 8개 슬라이드)
• ABCD를 활용한 사례분석 및 발표
• 발표시간 (각 10분): 연구 본론, 결론 및 시사점
• 과제: Weekly 8 (실라버스의 pg. 5 참고)

13주차 (11/27): 논문 최종발표 1 (PPT: 최대 24개 슬라이드)
• 최종발표 (각 20분): 연구의 목적, 문헌연구, 사례연구
• Q&A (5-10분)
• 과제: Weekly 9 (실라버스의 pg. 5 참고)
14주차 (12/4): 논문 최종발표 2 (PPT: 최대 24개 슬라이드)
• 최종발표 (각 20분): 연구의 목적, 문헌연구, 사례연구
• Q&A (5-10분)
• 과제: Weekly 10 (실라버스의 pg. 5 참고)
15주차 (12/11): 소논문 제출
• 오후 12시까지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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