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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賞의 정의 및 취지 

 MBA를 양성하는 13개 국내 공인 Business School 및 해외 MBA과정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Case Competition 
 

 전문직업 경험이 있는 국내 유수의 MBA 학생들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영전략에 반영, 기업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창의적 미래 전략과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 
 

 입상작에 대해 산-학-언론이 연계해 실용화 방안을 강구하고, 수상 상위권 MBA 

    학생들의 채용기회 제고 

MBA Case Competition 2012 

“기업친화적 경제 성장 및 사회문화 확산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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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포스터> 

II. MBA Competition 



5 

MBA Case Competition 2012  
II. MBA Competition 2009 

주 제 SKTelecom의 성장정체 돌파를 위한 신성장 전략의 개발 

참가팀 전국 MBA 경영대학원에서 총 23개 팀 참가 

수상팀 
 지식경제부장관상 : 서울대학교 MBA 

- 주제 : SK그룹 시너지를 이용한 신성장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한양대학교 MBA 

- 주제 : 모바일 헬스케어 활성화에 따른 SKT 신성장 동력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 성균관대 MBA 

-주제 : The Future of SKTelecom  

 머니투데이사장상 : 중앙대 MBA 

- 주제 : SKT의 Cloud Cpmputing 산업으로의 전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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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BA Competition 2009 

<2009 MBA Competition 운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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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BA Competition 2010 

주 제 삼성전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쟁우위와 新성장동력 확보 전략 

참가팀 전국 MBA 경영대학원에서 총 21개 팀 참가 

수상팀 
 지식경제부장관상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 주제 : Smart Telematics 사업 진출 제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주제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삼성전자의 

  ‘Life Convergence’전략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 연세대학교 Corporate MBA 

- 주제 : 삼성전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제언 ‘Odysse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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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BA Competition 2010 

<2010 MBA Competition 운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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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BA Competition 2011 

주 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흥시장 리더십 확보 전략 

참가팀 전국 MBA 경영대학원에서 총 32개 팀 참가 

수상팀 
 지식경제부장관상 :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 주제 : 남미지역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주제 : 현대차 브라질 시장 Portfolio 운영 전략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주제 : 성공적인 소형 Segment Market Entry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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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BA Competition 2011 

<2011 MBA Competition 운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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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    정 

주 최, 주 관 

MBA Case Competiton 2012 

<공 모> 2012. 8. 29 부터   

<접수마감> 2012. 11. 4 까지  

<본선> 2012. 12. 1 

<시상식> 2012. 12. 7  

머니투데이방송, 머니투데이, 연세대 경영대학원 

시상내역 
지경부 장관상 1팀, 교과부 장관상 1팀,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1팀, 우수상 5팀 

III. MBA Case Competition 2012 행사개요 

후    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협    찬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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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자 격 

작 성 양 식 

형 식 

작성방식 

구  성 

응 모 방 법 

제출방법 

제출서류 

주 의 사 항 

• 학술논문 작성방식에 의함(각주처리 등) 

• 배경, 내용, 적용방안(사례), 기대효과 

• 홈페이지에 업로드 

• 관련 내용 증빙 가능한 자료(연구 결과물 등) 추가 제출 가능 

• 응모자료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입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사에 귀속됨 

• 응모작표지에 제목과 팀명 명기 

• 타 기관 현상공모, 시상 등과 중복 수상 시 수상 취소 

국내 및 해외 MBA에 적을 둔 2~4명으로 구성된 팀(외국인도 가능) 

• 본문 – 파워포인트(ppt)로 제작 

III. MBA Case Competition 2012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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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BA Case Competition 2012 행사개요 

1. 주제 

•주제 1 :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브랜드아이덴티티의 독립을 버리고, 스필-오버효과를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시오. 

•주제 2 :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각각 독립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시오. 

FSC (Full-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은 41개국 121개도시를 취항(2012.8월 현재)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2019년까지  

국제여객수송 2,000만명 수송을 통해 세계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실용항공사(LCC: Low-cost Carrier)인 <진에어>가 설립되었다. 

신규 LCC 항공사들의 출현과 글로벌 항공사의 M&A, 그리고 불안정한 유가등 어려운 항공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운영해야 할까? 

각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디(identity)간의 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를 통한 운영전략과  

독립적인 운영전략 중 선택하여 구체적 전략 및 실행계획을 도출하시오. 

아래 두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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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BA Case Competition 2012 행사개요 

2.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1. 보고서 평가  

 각 항목 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최종 점수 산정 

2. 심사 기준 (평가 항목 당 다른 가중치) 

 주어진 전략 방향을 (대안 대신에) 선택해야 하는 이유 (20%) 

 주어진 전략 방향에 대한 실행 전략 제시 (30%) 

o제시한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o실증 자료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논리적 전개 

 제시한 실행 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제시 (30%) 

o제시한 실행 계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o실증 자료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논리적 전개 

 (대한항공 및 진에어 입장에서) 실행 전략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기대 효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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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BA Case Competition 2012 행사개요 

심사기준 점수 가중치 평가방법 

주어진 전략 방향의 선택 이유  100 20% 

•예선 : 보고서 

•본선 : 보고서 및 PT 

•각 항목별 점수 X 
가중치 = 최종점수 

실행 전략 제시  100 30% 

구체적 실행 계획 제시  100 30% 

실행 가능성 및 기대 효과  100 20% 

합 계 400 100% 

2.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