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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 마케팅 • 재무금융

SKY 연합 글로벌 경영학회

Interdisciplinary Learning Strong Alumni Network Global Perspective

경영학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위해
Business Strategy, Marketing, Finance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회원은
한 팀에 속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금융,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300여명의 선배님들과

정기 행사 및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을 성공적으로 이해하고

그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세션을 영어로 진행하고 해외 대학
경영학회들과의 교류활동을 진행합니다.

Sharing Business Analysis는 2004년 ShARE-Seoul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SKY 연합 경영학회 중 유일하게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금융, 총 세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학회입니다.

'Being both a Generalist and a Specialist'라는 vision 아래, SBA는 학회원들에게 다양한 경영학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경영학회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session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SBA 학회원들은 다양한 전공 및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Globalized members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닌 학문적, 인적 다양성의 자산을 발판으로 여러분이 세계를 품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Welcome

SBA는 경영학의 세 분야(재무, 경영전략, 마케팅)를 한 지붕 아래서 다루며 활동하는 

학회입니다. 한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융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국내 인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세계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인재들을 환영합니다.

대학 시절의 다양한 만남과 경험은 진로를 찾는 동안 필히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SBA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경영학 

지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학회입니다. 각각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학문적, 경험적 성취는 

물론이거니와, 서로에게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국가 간 경계는 무너지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SBA는 국제화, 다변화된 경영학의 전반적, 전문적 이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팀 내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경영학의 전체적인 이해와, 미래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대학 생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주우진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재영 교수님

고려대학교

정지웅 교수님

회장단 인사말

부회장
이은형

33대 회장
이민혁

부회장
최선민

SBA는 세 개의 대학교, 세 개의 팀을 기반으로 시장 분석, 산학 협력 프로젝트, 전략 수립 등 

무수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SBA의 다양성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SBA는 단순히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Challenging한 커리큘럼을 통해 여러 분야를 접함으로써, 

자신만의 강점을 알게 되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여명의 SBA Alumni들은 대기업, 외국계 기업, 금융권, 컨설팅, 스타트업, 법조계 등에서 

global leader로 무수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SBA인들은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 조율해가며,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겪으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SBA 네트워크는 서로 비슷한 성향과 열정으로 뭉친 SBA인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BA Activities

학회원들은 주 3회의 세션을 통해 팀별 커리큘럼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학적 지식을 쌓고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정규세션에서 

진행할 발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영어로 진행되는 정규세션에서는 
팀별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이후, 현업에 계신 선배님과의 Alumni Session을 통해 관련
기업, 산업,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Corporate Session은 기존의 팀을 재배치하여 
다른 팀 멤버들과 함께 2~3주 동안 진행되는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이며 기존과
달리 한국어로 발표 및 토론을 하게 됩니다.

Team Session Ground Session Corporate Session

DAY 1: 케이스 소개
매주 첫 팀 세션에서 각 팀 별 커리큘럼에 맞는

케이스가 배분됩니다. 이후 문제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DAY 2: 리서치 + 로직 구성
케이스 솔루션을 위한 시장 조사를 수행한 후

리서치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DAY 3: 발표 준비
케이스 솔루션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정리하고

기타 질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합니다.

DAY 1 DAY 2 DAY 3
케이스 소개 리서치, 전략 수립 발표 준비

Alumni Session
지난 학기 GS를 찾아주신 선배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eam Alumni
팀별 발표 알럼나이 세션

26기
13기
25기
25기
22기
2기

22기
26기
11기
24기
24기

GS 1
GS 2

GS 3
GS 4

GS 5
CS 1

한성수 선배님   (United Partners)
 이혁재 선배님   (Chain Partners)
이중연 선배님   (CBRE)
김소연 선배님   (Google Korea)
최지영 선배님   (McKinsey)
문상필 선배님   (Cogoo)
서정수 선배님   (Acon 3D)
박민지 선배님   (500 Startups)
오용호 선배님   (Amanda)
진광현 선배님   (산업은행)
양성준 선배님   (YG Ent.)

Previous Corporate Projects

2019-2학기 산학활동

지난 학기 SBA는                    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WEEK 1 WEEK 2, 3
관련 산업 시장 조사 전략 수립 및 제안



SBA Curriculum

Business Strategy Marketing

기업 재무와 관련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활용하여 실제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합니다.

전반적인 경제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쟁점이 되는 실제 사례들을 주제로 매 세션,
기업과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포괄적인 분석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논리를 함양합니다.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합니다.
또한 실제 기업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WEEK 1:   Finance 101
3 Statements 와 Multiples를 비롯한
재무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배웁니다.

WEEK 2:   Comparables
산업과 기업 분석에 더해 Comps. Method를 
이용한 Valuation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WEEK 3:   Discounted Cash Flow
산업과 기업 분석에 더해 DCF Method를 이용한 
Modelling 및 Valuation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WEEK 4&5:   Stock Pitch
Analysis: 기업과 산업에 대한 in-depth analysis를 
통해 가치측정에 깊이를 더합니다.
Valuation: 한 학기 동안 배운 Valuation Method을 
응용하여 선정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WEEK 1:   Business Strategy 101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석 틀과 전략 이론을 학습합니다.

WEEK 2:   Closed Case Study
101 세션 때 학습한 이론을 Closed Case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이후 team project로 
오픈뱅킹 관련 Case Study를 진행합니다.

WEEK 3:   Industry Analysis 1+2
1 국내 유통 산업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홈플러스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모색합니다. 
2 국내 화장품 산업/ 미국 화장품 시장 분석 후, 
LG 생활건강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합니다. 

WEEK 4&5:   Case Competition
Case Competition에 참가함으로써 실제 
시장/기업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Finance

WEEK 1:   Marketing 101 + Strategy
마케팅의 기본 원리와 툴을 학습하고, 
시장/환경 분석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합니다.

WEEK 2:   Branding Strategy
브랜딩과 IMC의 개념을 학습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브랜딩 전략을 도출합니다.

WEEK 3:   Marketing Competition
마케팅 전략 기획 관련 공모전에 참가, 
실제 기업 case의 problem identification을 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WEEK 4&5:   Corporate Alliance
국내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클라이언트의 needs를 반영한 과제에 대한
분석 후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SBA Alumni
다양성을 바탕으로한 SBA Alumni Network를 통해 국내외 업계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정KPMG, EY한영,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BCG
McKinsey, Roland Berger, Hill+Knowlton Strategies 등

CJ E&M, LG전자, SK플래닛,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기아차, 현대백화점 등

CoGoo Inc., Crevisse Partners
리디북스, 아만다 등

대기업

창업/스타트업

그 외 업계

회계/컨설팅

해외취업

금융/금융공기업

대학원/MBA

공기업/공공기관/협회

BMW, Google, Johnson & Johnson,
Microsoft, Nike, Porsche 
P&G, Under Armour 등

외국계 기업

법조계:  김앤장 등
의료계:  아주대 병원 등
언론사:  Bloomberg News 등

Allianz, Barclays, BNP Paribas, Bank of America, Citi Bank, 
Deutsche Bank,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UBS, Wells Fargo 
NH증권, SK증권, KB국민카드,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 산업은행 등

BMW (독일), Coursera (미국), Deloitte (일본), 
Google (미국), Goldman Sachs (홍콩), 
HSBC (영국), PwC (미국), Rakuten (일본), 
Simpson Thacher & Bartlett (미국), 
World Bank (미국), 싱가폴 재무부 (싱가폴) 등

Harvard Business School,
Harvard Law School, MIT Sloan MBA,
Northwestern JD MBA, Wharton 등

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자치부 등

Message from Alumni

한형길 6기, BCG

ShARE의 최대 장점은 다양성과 실질성에 있습니다. 다양성 및 
실질성은 컨설팅업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는 가치이며 제가 BCG
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경험이었기에 
여러분들도 ShARE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범 25기, Goldman Sachs

ShARE를 통해 기업금융, 경영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구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한 팀원들, 선배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ShARE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신상훈 4기, 넥스트매치 (아만다) - 창업

ShARE에서 기업가정신으로 가득찬 동료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한 동기, 
선후배들과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상우 18기, 삼성전자

ShARE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거나 여러 경험을 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ShARE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ShARE에서 여러 활동과 경험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SBA Output

Internships (’20)

Full-Time Offer (’19-’20)



F A Q

SBA Networking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SBA 학회원들은 내적, 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께 특정 업계와 직무에 관한 커리어 멘토링

Alumni Day: Career Workshop

다양한 교류를 위해 해외 대학 및 국내 대학 경영학회들과 진행하는 연합 세션
- 2019.07:                                             

- 2020.01:                                                                 

Joint Session

가장 많은 선배들과 멤버들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행사 겸 연말 파티

End of the Year Party

Q1 SBA에서 활동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제외한 세션에서는 영어로 자료 작성 및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필요는 없으나 영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면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경영 관련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학회 활동에 있어서 수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SBA의 커리큘럼을 통하여 학습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경영전공이 아닌 타과생들도 SBA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Q3 경영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지원해도 될까요?

Specialist이자 Generalist로 성장하는 것이 SBA의 목표입니다. 한 팀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Ground Session에서 다른 팀의 발표를 듣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타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첫 활동 학기 수료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팀 이동이 가능합니다. 

Q2 재무, 경영전략, 마케팅 세 분야를 다 배우는 것인가요?

Q4 활동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매주 토요일에는 Ground Session과 뒤풀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팀마다 
Session준비를 위하여 평균 주말 제외 3회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학회 
활동을 쉬기 때문에 학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학회 차원으로 초청된 기업 탐방 

Company Visit



Join
3.22 (일) 23:593.22 (일)3.21 (토) 23:593.21 (토)3.20 (금) 23:593.20 (금) 21:00

지원서 마감
sbaconnect.or.kr

서류 합격 여부
1차 면접 사전 공지

1차 합격 여부
2차 면접 사전 공지

최종 합격 여부
개별 연락

1차 그룹 면접
영어 그룹 Case 면접

2차 개인 면접
개인 인성 면접

지원자격
        MARCH2학기 이상 (방학 1회 포함) 연속 활동이 가능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웹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Phone 010-5436-0817 (회장 이민혁) sbaconnect.or.krWebsite

Facebook fb.com/sbaconnectkorea @sba_official_Instagram

E-mail p.share.seoul@gmail.com @SBAconnectKakao ID

SUN

15 16 17 18 19 20 21

MON TUE

온라인 설명회

공식 페이스북
19:00 업로드

지원 마감

이메일로 접수
21:00

1차 면접

장소 추후 공지

WED THU FRI SAT

22 23 24 25 26 27 28

OT 및 활동 시작2차 면접

장소 추후 공지

29 3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