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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for Contribution

C.STAGE는 2007년 중소, 중견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위해 설립된 SKY 연합 실전경영전략 

학회입니다. C.STAGEan들은 산업 현장에서 Market Impact를 창출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구하며, 발 빠른 행동력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과정을 통해 C.STAGEan은 극도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C.STAGE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11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전략 수립, 마케팅, 

벤처 설립 등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경영 관련 학회들이 내부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출 때, C.STAGE는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중소, 벤처 기업, 공공기관 및 유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Market Impact를 이끌어 내 성공적인 연합 실전경영전략 학회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C.STAGE는 대학생만의 순수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STAGE 23기 회장

조 용 환

회 장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실전전략경영학회 C.STAGE 23대 회장 조용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C.STAGE가 말하는 실전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단체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 분석하여, 자신들이 만든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모범적인 시장 분석과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과 전략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바뀌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사례를 통해 본 시장이 얼마나 유효한가이며, 

두 번째는 교과서적 정답만이 새로운 전략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기에 C.STAGE는 매력적입니다. C.STAGE는 사례 분석, 모의 시장 분석을 통해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C.STAGE 실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학기 중 

세션에선 기업이 당면한 실제 문제를 실무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며 해결합니다. 방학 중 프로젝트에선 

전문가로서 기업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C.STAGE는 실제 시장을 

분석하고 실행을 통해 직접 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지금은 제 사진과 마주하고 계실 여러분이 직접 저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TAGE의 한 학기 커리큘럼은 크게 개인의 성장을 위한 

Education과 산업 현장에 가치를 제공하는 Project로 

나뉩니다. 학기 중에는 프리에듀 2주, 정규세션 8주의 

Education 과정을 거치고, 이후 방학 기간에는 6주 간의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Education

Networking

Project



C.STAGE에 들어온 구성원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개인의 논리적, 전략적 사고를 기르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함양하는 Education,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산업에 Market impact를 내는 Project,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진출한 Alumni들과의 Networkin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TAGEan 환영회

Alumni-Acting 매칭

비전 트립

비전 포럼

프리 에듀

부트 캠프

정규 세션

렉쳐

클라이언트 커뮤케이이션

프로젝트 제안 및 Scope 설정

전략 및 액션 플랜 도출

실행 및 피드백







C.STAGE의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Market Impact를 만들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상 분석, 거시적 전략 

도출, 그리고 현실적인 시행을 포함해서 진행됩니다.

purpose

사업 타당성 평가

신사업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중소 기업 Turnaround 컨설팅

대기업 신사업 부문 기획 및 실행

벤처기업 설립 지원 및 초기 방향성 설정

지방자치단체 Funding 을 통한 공공 프로젝트 수행

Data Mining & CRM 수립 (관련대학원과 협조)

scope



비트코인 어플 ‘코인알람’,

Cryptoconnect 서비스 해외 마케팅

진로교육전문 스타트업 ‘잡쇼퍼’

서비스 영업 프로세스 정립

B2B 전문 미술품

프로젝트 기업 ‘마롱컴퍼니’

아트펀드 조성 프로젝트

국내 레저 모바일 서비스 ‘가자고’,

여행 F&B를 타겟한 모바일 커머스 전략

온누리 약국 체인,

약국 경영 진단 컨설팅 서비스 기획

2019-2, It’s your turn. 
2019-1

C.STAGE 멤버들은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하여, 학생과 기업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 Market Impact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arket impact

’SK planet’ 11번가

판매자용 셀러툴 개선 프로젝트

SK Telecom,

미디어 커머스 신사업 GTM 전략 수립

테라윈프린팅 & 삼양식품, 연포장 친환경 전략

및 동남아 식품 가공 공장 설립 전략

‘디어달리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성 및 운영 전략

‘온누리아이코리아’, 테라브레스 제품

런칭을 위한 마케팅/유통 operation 전략

해외 연포장 시장 파악 및 영업 전략 수립

신공장자동화 방안 리서치 및 관련업체와 연결

동남아 식품 가공 공장 설립 관련 현지 출장 조사(2주)

국내외 미디어 커머스 시장, 고객, 경쟁사 조사를 통한 리포트 작성

SK ICT군 활용가능한 BM제시, 필요 R&C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한 사용자 경험 증진 방안 제언

베트남 전문 투자회사

‘그린에그 인베스트먼트’

한국 콩카페 정착을 위한

마케팅 가이드라인 수립

채널 내 상위 노출을 위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성 및 관리

소비자 및 타사 분석을 통한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및 광고전략 수립 및 시행

소비자 유입 인사이트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공급자 판매전략 벤치마킹을 통한 신제품 유통 전략 제시

‘야놀자’, 신사업

시장성 검증 및 진입 전략 도출

‘씨알푸드’, 

시리얼  바(Bar) 시장 NB 브랜딩 전략

‘온누리약국체인’, 공식 온라인 B2C 몰 

온누리스토어 소싱 체계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조사

벤치마킹을 통한 유전체 분석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테진인포텍’,

유전체 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기획







C.STAGEan은 대학생의 순수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AA 매칭은 액팅 멤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Alumni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C.STAGE의 

차별화된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C.STAGEan들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수익으로 1년에 두 번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다낭,

2018년은 필리핀 세부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C.STAGE는 매년 모든 기수의 알럼나이와 

액팅 멤버들이 모여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비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32%

careers

Alumni들은 C.STAGE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C.STAGE를 통해 

얻은 논리적/창의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들을 활용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Alumni들은 엑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션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해주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7%

5%

11%

5%22%

16%



c.stage alumni members





they study, we strike



 acting senior members

김 유 정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부회장

이 사 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조 용 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회장

박 제 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 철 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 서 강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 예 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신 은 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 용 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이 창 훈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정 영 우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2



창의적인 생각, 열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에

가치를 전달하고 싶으신 분

설명회 Alumni Speech

설명회 사전신청 이벤트
지원 학기를 포함, 연속 2학기 활동이 가능하신 분

문제의 원인을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분

Mckinsey&Company, Google Korea, Bain&Company 등 

대기업 및 컨설팅 출신 Alumni들의 speech가 진행됩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전신청은 C.STAGE 홈페이지(JOIN US - RECRUITING)와 

페이스북에서 가능합니다.

mon tue wed thu fri sat

02 03 04 05 06 07

sun

08

1차 면접
오후 9시

지원서 마감

오후 7시
연세대학교

설명회

오후 7시
서울대학교

설명회

오후 7시
고려대학교

설명회
2차 면접

@경영관 B224호

리크루팅 설명회

@83동(멀티미디어

강의동) 201호

@현대자동차경영관 B306호

09 10 11 12 13 14 15

세션 시작

www.cstage.net의 JOIN US - RECRUITING

에서 지원서 작성 후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

지원 마감 후, 문자를 통해 인터뷰 일정 개별 공지

2019 fall 23rd recruiting



9월 6일(금) 오후 9시 지원서 접수 마감

6일 밤12시 합격자 면접 스케줄 개별 통보

www.cstage.net에서 Resume와 Essay 

형식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 

(recruit@cstage.net)

지원자가 가진 책임감 및 열정을

C.STAGE에게 보여주세요.

9월 7일(토) 개별 진행

Fit (20분), Guestimation(20분)으로 총 40분 소요 예정

지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와 C.STAGE가 책임과 

열정을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일상 

생활 속 익숙한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9월 8일(일)에 개별 진행

개별 토론 (30분), 팀 내 토론(30분),

팀 간 토론 및 심사위원 질문/논박(30분)

총 90분 내외 소요 예정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접근 방법과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류
Documentation

1차 면접
Fit & Guesstimation Interview

2차 면접
Debate Interview

schedule

process

details



회장 조용환 010.7162.3541
부회장 이사범 010.2111.4538

2019

www.cstag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