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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Student Investment Fund
• 2008년 2월 15일 KSIF 출범 / 지도교수 김동석
• 학교 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실제 투자 훈련
• 국내 최초로 출범한 학생실전투자펀드
• KAIST MBA 금융대학원의 지원을 받는 정규 프로그램
•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투자기법을 실제 자산운용에 적용

KSIF Teams
대안투자팀

투자전략팀
• 시황분석, 주가예측

• 선물, 옵션 투자

• 자산배분, 위험관리

• 상품, 환율 투자

주식운용1팀
• 시스템 트레이딩

주식운용2팀
• 주가상승 모멘텀

주식운용3팀
• Asset Pricing Model에

• 기업실적 모멘텀

기반한 가치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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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KAIST 소속 학생 (금융MBA, 경영공학, 테크노MBA, 대전캠퍼스학생 등)
• 활동기간: 2012년 1월 ~ 2013년 1월
(2012년 금융MBA 학생은 해외연수 출국 전까지)
• 지원요건: 한국어 능통학생, 금요일 오후 정기회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학생
• 지원서류
- 이력서 1부. (이름, 과정, 휴대폰, 이메일 주소 포함)
- KSIF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에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 준수)
• 지원일정
- 지원기간: 2011년 12월 16일 마감
- 서류전형결과 발표: 2011년 12월 19일 21시
- 면접: 2011년 12월 22일 오후 2시 ~ 6시 예정
- 최종 합격자는 1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있는 주간 회의에 참석해야함
• 지원서 접수: ksif@business.kaist.ac.kr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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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활동기간: 2012년 1월 ~ 2013년 1월
(금융MBA 학생은 해외연수 출국 전까지 활동)
• 매주 금요일 KSIF 정기회의 참석
(방학 중에는 격주로 금요일에 회의)
• 활동종료 후 수료증 수여
• 우수 펠로우에게는 상패 수여

정기행사
• 반기/연간보고회의 (2012년 3월 / 9월 예정)
- 경영대학장, 금융대학원장,
한국투자증권사장, 우리선물 사장 등
KSIF 운영위원회에게 운용성과보고
• 홈커밍데이 (2012년 하반기 예정)
- KSIF 1기부터 9기까지 모든 KSIF 구성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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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과학저널리즘 과정 / KSIF 7기 활동)
경험해본 일에 대처할 때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처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KSIF의 가치, KSIF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선에서 직접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그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관련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곳.
그곳이 KSIF라고 생각된다. 좋은 가르침을 준 소중한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 김영곤 (경영공학 과정 / KSIF 6~7기 활동)
1년간 KSIF 모멘텀 투자팀에 몸담으면서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한 논문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전략들을 직접
적용하여 투자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job interview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KSIF를
통해서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동환 (금융MBA / KSIF 7기 활동)
KAIST경영대학원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꾸준한 전략
개선 방향제시, 박사과정 조교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이 운용4팀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팀원들 간에도 각자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시장과 함께 호흡하며 운용전략과 수익률 관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많은 동료, 후배 분들이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