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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IF Teams
Derivatives & Absolute Returns

Strategy & Asset Allocation

• 시스템 트레이딩 및 차익거래에

• 자산 배분, 시황 분석

기반한 국내외 파생 상품 투자

• 주가 예측을 통한
위험 관리

Large-cap &
Market-based Investing

Quantitative Value Investing
SRI & Growth Investing

• Quantitative Trading Model 에
기반한 대형•가치주 투자

• 주가상승 및 기업실적에 기반한

기반한 소형•가치주 투자

성장주 투자

• 지수를 추종하는 Enhanced
Index 전략

• Asset Pricing Model에

• E.S.G 및 펀다멘탈에 기반한 우량주 투자

• Machine Learning 을 활용한
최적 Factor 투자

• 지원대상: KAIST 전 과정 석/박사, MBA과정, MFE 재학생 및 신입생
• 활동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월
(활동기간 중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요건
- 한국어에 능통하며 향후 금융업에 종사할 분
- 매주 금요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정기회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분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분
• 지원서류
- 이력서 1부. (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지원일정
- 지원기간: 12월 12일 마감
- 서류전형 결과 발표: 12월 13일 오후 (개별 통지)
- 면접: 12월 15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7일 오후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있는 주간 회의에 참석해야함
• 지원서 접수: ksif@kaist.ac.kr (이메일 접수)

활

동

• 16기 활동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월
(MBA, MFE 과정은 해외연수 출국 전까지)
• 매주 금요일 KSIF 정기회의 참석
(방학 중에는 격주로 금요일에 회의)

정기행사
• 워크숍 (2019년 여름 예정)
• 연간보고회의 (2019년 11월 예정)
- 경영대학장, 금융대학원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 활동종료 후 수료증 수여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참석

• 우수 펠로우에게는 상패 수여

KSIF 운영위원회에게 운용성과보고

▶ 천도현 (경영공학 박사 / KSIF 14기 활동)
금융 전공 학생으로서 금융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배우지만, 정작 배운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KSIF 활동은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투자 함으로써 생기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 Manage fellow들,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fellow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 정민후 (금융공학 석사 / KSIF 14기 활동)
KAIST 학생 투자 펀드에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주식운용 지식은 물론 수익률 변동에 무너
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투자 펀드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얻었습니다. 학생 투자 펀드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
으로 남을 것 입니다. 많은 것을 알려 주시고 학생 투자 펀드를 이끌어 주신 조훈 교수님 그리고 managing
fellow 김민기 조교님과 석상익 조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한 저희 1팀원분들
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 김용덕 (금융공학 석사 / KSIF 14기 활동)
일년 동안의 학생투자펀드 활동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산배분, 성과평가, Universal Portfolio,
텍스트 마이닝 등 혼자선 결코 할 수 없던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전략팀 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생투자펀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던 조훈 교수님
과 김민기, 석상익 조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Supporting Compa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