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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on

MOTINO는 Motivation과 Innovation의 합성어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국제적인 감각 함양을 통해

세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배움을 목표로 설립된

인문경영학회 입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인문학 및 경영학 전반에 걸친 학술 활동과

강연 주최, 나아가 한중일 스타트업 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ur Vision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하지만 MOTINO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꿈을 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개 속에 가려진 꿈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이 너의 꿈이 되며, 
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MOTINO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더할 수 있는 스펙 한 줄이
아니라 인생에 영원히 남을 추억입니다.



Our Missions

Change Maker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이성의 균형

Social Responsibility

Wide perspective

넓은 세계관과 장기적인 가치관 함양

Progressive Change

사회적 문제의 발전적 해결

지식과 지혜의 사회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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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ulture

Creative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

: 생일 축하 문화, 워크숍

Free

Family Motino 
Culture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규칙과 문화

: 읽고 싶었던 책,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

다양한 Activity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험

: Movie Night, 전시회, 
콘서트, 페스티벌 참여

Cooperative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Team 단위의 Case study, 
주기적인 강연 주최



WITHIN

US

HUMANITIES LECTURE

CASE STUDY MENTORING

Team Activity

WITH
OTHERS

MOTINO는 멤버 각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WITHIN US 활동과

더 큰 사회에서 타인들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고자 WITH OTHERS 활동을 진행합니다.



Humanities

다양한인문학서적들을통해 삶의 중요한가치에대한 고민을
나누고리더십, 균형 잡힌 역사관, 넓은 세계관을갖고 철학적
사고의훈련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과경영학을
접목시키는폭넓은사고를가능하게합니다.

Arts

다양한예술 분야의지식들을공유하고나누며학문으로써의예술
뿐만 아니라실제 다양한예술적 경험들을통해 사회적감수성을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Case Study
Marketing, Strategy, Negotiation, Finance, 
Entrepreneurship 등 다양한분야의케이스를직접 풀어보며
경영 전반에대한 기본적인이해를 지향합니다.

Team Activity _ Within Us



Team Activity _ With Others

LECTURE

MOTINO는 연 2회 이상 강연을 주최합니다.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감을 주는 연사들을 섭외하고 강연을 기획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MENTORING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멘토링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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