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 윤

안녕하세요, C.STAGE 26대 회장 김지윤입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C.STAGE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C.STAGE는 2007년, 기업의 Turn Around를 위해 설립된 SKY 연합 실전 경영전략학회로, 유수한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실제적인 Market Impact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STAGE는 모든 것이 “실전”이라는 데에서 그 어떤 다른 경험보다도 돋보입니다.

C.STAGEan들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전문 컨설턴트의 신분으로 기업의 C LEVEL 클라이언트와 

협상하며, 전략을 고민합니다. 즉, 과거의 경영 사례를 공부해 모의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현재 

고민들을 파고들며 본인이 신규 사례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C.STAGE는 훈련부터 다릅니다.

C.STAGEan들은 실제 기업의 고민을 담은 컨설팅 제안서를 매주, 새롭게 제공받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한 학기동안 산업분석, 수익성 분석, 마케팅, 신사업 전략 제언까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전략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언하며 그 어떤 경험보다 집약적으로, 주체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C.STAGE에서는 지속적이며 끈끈한 동반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STAGE는 “수료 후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C.STAGEan들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정규세션,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 Alumni 렉쳐 등으로 한 해를 꽉 

채운 C.STAGE의 액팅 멤버는, 탄탄한 로직, 빠른 실행력,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두 지닌 시장의 Main 

Player로 성장합니다. 현재 C.STAGE Alumni는 컨설팅, 대기업, 스타트업, 창업, 외국계, 금융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하고 있으며, 액팅 멤버들에 대한 Alumni의 지속적인 도움과 헌신은 C.STAGE만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C.STAGE와 함께하신다면, 비전을 공유하는 든든한 액팅 멤버와 Alumni,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C.STAGE를 통해 시장을 거스르는 Distinctive한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Z(ZEPETO),

제페토 월드(가상공간)의 낮은 

리텐션 원인 분석과 중장기 해결책 

제시

브랜디,

2025 여성의 의류구매행태 

조사를 통한 KBF 도출

& 자사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한 

자사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언

번개장터,

기존 C2C 리세일 플랫폼 내 패션 

부문 신사업 BM 수립

온누리인터내셔널,

베트남 시장 진출 where 및 how 

to play 기획 전략 제언

Law&Good,

기업회원 대상 B2B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들의 법률 수요 파악 및 

타겟 설정, 마케팅 채널별 전략 

제언

SK Telecom,
미디어 커머스 신사업 GTM 전략 수립

테라윈프린팅&삼양식품, 연포장 친환경 전략
및 동남아 식품 가공 공간 설립 전략

‘디어달리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성 및 운영 전략

‘온누리아이코리아’, 테라브레스 제품
런칭을 위한 마케팅/유통 operation 전략

‘테진인포텍’, 유전체 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기획

무신사, 우신사 턴어라운드 방향성 수립

파나막스, 스마트 헬스케어 신사업 전략 수립

어반유니온, 이커머스 패션시장 내 브랜딩 전략 
방향성 제시

슈퍼키친, 경쟁환경 분석을 통한 PB 제품 제언

JRB 컨텐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컨텐츠 및 BM 
제언

온누리스토어 내 재구매율 상승을 

위한 CRM 마케팅 서비스 콘텐츠 

제작 및 전략 도출

온누리스토어 내 신규 카테고리인 

‘식품 카테고리’ 소싱 전략 수립 및 

실행, 입점 업체 대상 마케팅 전략 

제언 및 실행

1) 신규 프로덕트 Framework 수립 

2) 메인 타겟 설정  및 컨텐츠 내부 요소 구성

3) Prototype Test Run

피키캐스트 커머스 신사업 

‘피키쇼핑라이브’ 전략 제언 및 

실행을 통한 Turn Around 제공

실소비자 전환율 상승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번개장터 중고 패션 전략 제시 







국내외 코로나 위험수준에 따라 일정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前 RRC 대표이사

前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전략 마케팅팀

現 LAB HUNDRED COO

前 SK telecom New Biz Manager

前 SK TELECOM AI 사업본부 

5GX 전략그룹 BM 혁신팀

前 McKinsey & Company

Business Analyst

前 LS오토모티브 PMO팀

前 LG생활건강 M&A 팀

現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컨설팅팀

現 LAB HUNDRED 대표이사

前 



前 appbackr

Business Development Strategist

現 Google Online Specialist,

Marketing Solution Team

前 Bain & Company

Senior Associate Consultant

前 메디치 인베스트먼트 벤처 사모투자

現 NAVER 경영전략팀

前 그라운드 엑스

前 기아자동차 기획실

現 모멘스 파트너스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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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계량위험관리학과

양 지 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 윤 아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경영학과

김 영 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 주 형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 소 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정보문화학

김 세 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민 지 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 새 하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경제학과

이 가 평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 범 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경제학과

이 하 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전 요 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전 혜 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 단 비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외홍보팀장 내부운영팀장 교육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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