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영 프로그램
ICT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WHY

Master of Information Management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KAIST 정보경영 석사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재직자를 위한
Part-time 석사과정
•직장인의 Career Upgrade를 위한 최적의 과정
•디지털 혁신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핵심역량 강화

정보경영
석사과정

Master of
Information
Management

IT 경영 분야
특화 프로그램
•재직자들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최신 정보기술과 사례를 융합한 실무적인 경영
지식 학습
•원우/동문들과의 교류를 통한 산업과 학문의
시너지 창출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
•국내 최고 교수진을 보유한 KAIST 경영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선진 IT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현장연구
•실무와 연관한 학위 논문 또는 현장적용 프로젝트

KAIST 정보경영 석사과정
정보경영

특징

디지털 기술과 최신 경영 이론의 융합 교육에 특화된 2년제 Part-time 석사과정

수여학위
이수학기

2020~2022
STUDENT
PROFILE

경영학 전문석사
총 4학기 (2년제 과정)

4.7%
(3년 미만)

14.3%

16.0%
(40세 초과)

(30세 미만)

31.8%

34.7%

(여자)

연령
(평균 36세)

35.7%
(30~35세)

35.0%

성별

34.0%

교과과정
소개

이수학점

총 39학점 (논문석사/교과석사 선택가능)

수업시간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전일 (가을학기 개강)

(36~40세)

GLOBAL
PROGRAM

전공필수 9학점
•IT 시스템디자인(3)
•비즈니스애널리틱스와 데이터마이닝(3)
•IT기반 비즈니스 혁신(3)

(해외현장연구)

60.3%

38.0%
(인문사회
계열)

출신학과

(3~10년)

(남자)

27.3%

•1년차 여름학기에 해외현장연구 실시
•IT 및 미디어 관련 해외 석학 강연 및 주요 기업 방문
○ 주요 강의주제

○ 글로벌 주요기업 방문

- Critical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 Google

- The Changing Business of Filmed Entertainment

- Facebook

<주요 선택 교과목 리스트>
1) Business Analytics 관련
•인공지능 비즈니스 전략(3)
•경영자를 위한 AI 딥러닝(3)
•소셜 미디어 및 네트워크 분석(3)

- Entrepreneurship and Transformation

- SAP

- Innovation and Silicon Valley Trends

- Oracle

- Startup Company Dynamics

- Blizzard Entertainment

- Gaming Innovation

- LA Angel’s stadium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

- Warner Brothers Studio

- Design Thinking

- Plug and play
- Stanford University

3) 연구 및 일반경영 관련
•IT경영 고급연구방법론(3)
•재무회계(3)
•하이테크 마케팅 전략 (3)
<논문석사학위> : 9학점 이상
•IT경영 해외현장연구(3) [대체: 개별연구(석사)]
•논문연구(석사)
<교과석사학위> : 6학점 이상
•IT경영 해외현장연구(3) [대체: 개별연구(석사)]
•개별연구(석사)

졸업이수
요건

(평균
9년 5개월)

논문석사학위 18학점, 교과석사학위 21학점

2) IT/디지털 관련
•디지털과 플랫폼 비즈니스(3)
•디지털 전략 (3)
•클라우드 환경과 네트워크 경영(3)

연구

68.2%

경력

(상경계열)

공통필수 3학점 :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경영통계분석(3)]

선택

(10년 초과)

(이공계열)

논문석사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졸업이수학점

3학점, 1AU

9학점

18학점

9학점

39학점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졸업이수학점

3학점, 1AU

9학점

21학점

6학점

39학점

교과석사

FACULTY

동문/재학생 인터뷰

정찬용

박준용

(2015학번, 아프리카티비 사장)

(2016학번, AWS Korea, Partner SA)

ICT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기업들의 핵심인재
에게 유용한 과정입니다. 관리자에게는 실질적인
사례들과 의사결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실무자는 전략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과정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엔지니어 관점으로 입학하여 다양한 경영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반에 단지 기술적인 관점
으로 경영문제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학업일수가 많아질수록, 학우
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많이 할수록,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바쳐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많아질수록, 경영인
으로 변모해 가는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준비의 장으로 이곳 KAIST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회계

박진공

신은철│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2016)

이나영
(2017학번, 알리바바 Senior Marketing Specialist)

(2017학번, McKinsey& Company)

IT 지식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를 획득
하고 다양한 업계의 동기들을 만나 타 업계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있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KAIST를 다니면서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
니다. 또한 파이썬으로 실데이터를 분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논리로 논문을 써본 경험도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수님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문들과 함께한 2년은, 저에게 배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와 IT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한 리더들의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 넘치는 동기들과 늦은 새벽까지 토론하고 과제를
풀어가며 함께 나눈 깊이 있는 교류의 시간들은,
일상의 신선한 자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상찬│Cornell Univ., Ph.D. (2008)
배종태│KAIST, Ph.D. (1987)

곽병진│Purdue Univ., Ph.D. (2004)

백용욱│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2009)

류충렬│Queen’s Univ. at Kingston, Ph.D. (2009)

백윤석│Purdue Univ., Ph.D. (2004)

안성진│Washington Univ., Ph.D. (2015)

이지환│London Business School, Ph.D. (2004)

오형일│Columbia Univ., Ph.D. (2014)

장세진│Univ. of Pennsylvania, Ph.D. (1992)
진병채│Univ. of Maryland, Ph.D. (2011)

경제

김형섭

(2019학번, LIG Nex1 수석매니저)

(2019학번, SAP)

학위수여식 중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남들이 다 가는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말고 비록 힘들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신 교수님 축사가 지금도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장과 배움의 열망이 가득한
제게 정보경영 석사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성과 인품을 겸비하신 교수님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좋은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완주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배운 지식과 스킬,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환경에 대응할 자양분이 되었고
현상을 새롭게 바라볼 시야를 키워주었습니다. 제 인생
에 있어 정보경영 석사는 ‘신의 한수’라 불릴 만한 선택
입니다.

제 커리어는 KAIST 정보경영석사과정(IMMS) 시작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변하였습니다. 학문적으로 최고의
교수님이 진행해주시는 강의 뿐 아니라, 각 산업 Domain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기들과의 과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KAIST 전체 동문으로 네트
워크가 확대되었습니다. Strategy, Innovation 및 Digital
Transformation 등 주제를 융합하여 사고하게 되었으며,
졸업 이후 KAIST, 기관, 학회, 외부 컨퍼런스 등 연사 및
강사로 활동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케팅

윤참나│Univ. of Pennsylvania (2013)
이기은│Columbia Univ., Ph.D. (2004)

김민기│Univ. of Chicago, Ph.D. (2011)

이창양│Harvard Univ., Ph.D. (1999)

유정주│Yale Univ., Ph.D. (2018)

인영환│Brown Univ., Ph.D. (2001)

윤여선│Univ. of Michigan, Ph.D. (2003)

황성하│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Ph.D. (2011)

윤태중│Northwestern Univ., Ph.D. (2015)
이찬진│UC Berkeley, Ph.D. (2012)

금융
IT 경영

강장구│Univ. of Rochester, Ph.D. (1997)
고우화│The Ohio State Univ., Ph.D. (2015)

강금석│Purdue Univ., Ph.D. (2011)

김경국│Columbia Univ., Ph.D. (2008)

김영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의 밑바탕,
바로 KAIST 경영대학 교수진의 힘입니다.

박병호│Indiana Univ., Ph.D. (2006)

김동규│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16)

박성혁│KAIST, Ph.D. (2011)

김수헌│Northwestern Univ., Ph.D. (2013)
박광우│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03)
변석준│KAIST, Ph.D. (1996)
오동철│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h.D. (2011)
이인무│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5)
이창주│Northwestern Univ., Ph.D. (2013)

안재현│Stanford Univ., Ph.D. (1993)
오원석│New York Univ., Ph.D. (2000)
이병태│Univ. of Texas at Austin, Ph.D. (1994)
이희석│Univ. of Arizona, Ph.D. (1991)
조대곤│Carnegie Mellon Univ., Ph.D. (2013)
한진수│Univ. of Pennsylvania, Ph.D. (2017)

조 훈│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06)
최현수│Princeton Univ., Ph.D. (2012)
현정순│Univ. of Rochester, Ph.D. (1997)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Dierker Martin│UCLA, Ph.D. (2003)

김보원│Harvard Univ., Ph.D. (1995)
김상원│Columbia Univ., Ph.D. (2014)

기술/조직/전략

왕지영

한기환

(2020학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PM)

(2020학번, Google Korea)

KAIST에서의 2년은 IT업계를 관통하는 진리와 새로운
트렌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 시작한 저에게 KAIST 정보경영석사 과정은
IT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꿈은 성장했습니다. 또한 저는 KAIST에서 제 꿈의 성장을
함께할 훌륭한 동반자들을 얻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인 서로 다른 분야의 동기들과의 상호 작용은 어디에
서도 얻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성장
뿐 아니라 꿈의 성장까지 원하시는 분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은 현재 회사에 입사
하여 좋은 동료들을 알게된 것이고, 첫 번째는 KAIST
대학원에 입학하여 좋은 학우와 교수님들을 얻은
것입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처럼, 다른 결과를 내고
싶다면 확실하게 다른 어프로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KAIST 정보경영 석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
처럼 말이죠. 저처럼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의 경력
전환을 원하시는 분에게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이윤신│Univ. of Cambridge, Ph.D. (2011)

김영배│KAIST, Ph.D. (1986)

전덕빈│UC Berkeley, Ph.D. (1985)

김태현│Northwestern Univ., Ph.D. (2011)

정학진│Univ. of Michigan, Ann Arbor, Ph.D. (2016)

미국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2003년 획득

세계 경영 교육 연합
2013년 획득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년 창설

경영대학입학위원회
2010년 가입

정보경영 석사과정 사무실 0245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KAIST 경영대학
T. 02-958-3641
F. 02-958-3560 E. imms@kaist.ac.kr
http://www.business.kaist.ac.kr

IS(정보시스템) 연구분야
세계 13위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