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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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ial Economics

Organiza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김재철
김철호
안병훈
이기은
이창양
인영환

김영배
김태현
박성주
배종태
백윤석
변웅재
이은석
이지환
장대철
장세진
정구현
진병채

Univ. of Rochester, Ph.D. (1983)
Columbia Univ., J.D. (1978)
Stanford Univ., Ph.D. (1978)
Columbia Univ., Ph.D. (2004)
Harvard Univ., Ph.D. (1999)
Brown Univ., Ph.D. (2001)

Finance
강장구 Univ. of Rochester, Ph.D. (1997)
권오규 중앙대학교, Ph.D. (1998) / 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동석 Ohio State Univ., Ph.D. (1989)
김병천 Iowa State Univ., Ph.D. (1984)
김성민 Texas Tech University, Ph.D. (1988)
김주훈 Univ. of Hawaii, Ph.D. (1987)
김종창 중부대학교, Ph.D. (2011) / 前 금융감독원 원장
김지수 Stanford Univ., Ph.D. (1984)
김진용 New York Univ., Ph.D. (2005)
류혁선 성균관대학교, Ph.D. (2005) / 現 미래에셋증권 전략기획본부장
박광우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03)
변석준 KAIST, Ph.D. (1996)
서경원 Univ. of Rochester, Ph.D. (2008)
오동철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h.D. (2011)
이규석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2011)
이규성 충남대학교, Hon. Ph.D. (1990)
이인무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5)
이회경 SUNY at Stony Brook, Ph.D. (1986)
정혜진 New York Univ., Ph.D. (2009)
조 훈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06)
최원호 Univ. of Pennsylvania, Ph.D. (2008)
현정순 Univ. of Rochester, Ph.D. (1997)
홍인기 중앙대학교, M.A (1970) / 煎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HEC Montreal, Univ. of Montreal, Ph.D. (2009)
Maalaoui, Olfa
UCLA, Ph.D. (2003)
Dierker, Martin J.
Schairer, Robert J. Brooklyn Law School, J.D. (1996)

Marketing
강문영
김민기
윤여선
이찬진
한민희
현용진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10)
University of Chicago, Ph.D. (2011)
Univ. of Michigan, Ph.D. (2003)
UC Berkeley, Ph.D. (2012)
Northwestern Univ., Ph.D. (1985)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1989)

KAIST, Ph.D. (1986)
Northwestern Univ., Ph.D. (2011)
Michigan State Univ., Ph.D. (1978)
KAIST, Ph.D. (1987)
Purdue Univ., Ph.D. (2004)
Stanford Univ., LLM (2004)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M.I.T., Ph.D. (2011)
London Business School, Ph.D. (2004)
KAIST, Ph.D. (2008)
Univ. of Pennsylvania, Ph.D. (1992)
Univ. of Michigan, Ph.D. (1976) / 前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Univ. of Maryland, Ph.D. (2011)

Accounting
곽병진
노병탁
류충렬
유성재
이재원
한인구

Purdue Univ., Ph.D. (2004)
Michigan State Univ., Ph.D. (1976)
Queen’s Univ. at Kingston, Ph.D. (2009)
University of Minnesota, Ph.D. (1972)
Columbia Univ., Ph.D. (2008)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0)

IT Management
강루가
김성희
김영걸
김 은
김지현
문송천
박병호
안재현
오원석
오종훈
오택섭
이병태
이재규
이희석
정재민
차동완
표현명
한재선
한 훈
허순영

Stanford Univ., MS (2010) / 現 ㈜월트디즈니 컴패니 코리아 대표이사
Stanford Univ., Ph.D. (1983)
Univ. of Minnesota, Ph.D. (1990)
Univ. of Cologne, Ph.D. (1994) / 現 ㈜소프트웨어 경영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 BS (2001) / 現 SK 플래닛 상무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85)
Indiana Univ., Ph.D. (2006)
Stanford Univ., Ph.D. (1993)
New York Univ., Ph.D. (2000)
KAIST, Ph.D. (1986) / 現 펄서스 테크놀러지 대표이사ㆍ사장
Indiana Univ., Ph.D. (1977)
Univ. of Texas at Austin, Ph.D. (1994)
Univ. of Pennsylvania, Ph.D. (1985)
Univ. of Arizona, Ph.D. (1991)
Univ. of Florida, Ph.D. (2003)
Northwestern Univ., Ph.D. (1975)
고려대학교, Ph.D. (1998) / 現 ㈜ KT렌탈 대표이사ㆍ사장
KAIST, Ph.D. (2005) / 現 ㈜넥스알 대표이사
Stanford Univ., Ph.D. (1996) / 現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UCLA, Ph.D. (1992)

Operations Strategy and Management Science

Business Communications

김보원
박건수
엄지용
이윤신
전덕빈

유승현 北京大學 國際關系學院, Ph.D. (2000)
Univ. of San Francisco, Ed.D. (1995)
Chung, Betty
Dewberry, Joe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S. (1983)
American Univ., M.A. (2005)
Smith, Keera
Framingham State Univ. MEd (2010)
Reed, Sean

Harvard Univ., Ph.D. (1995)
Columbia Univ., Ph.D. (2010)
Stanford Univ., Ph.D. (2009)
Univ. of Cambridge, Ph.D. (2011)
UC Berkeley, Ph.D. (1985)

Others
김경동
김상협

Cornell Univ., Ph.D. (1972)
서울대학교, Master (1988)

경영공학부 사무실
130-722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KAIST 경영대학
T. 02-958-3603, 3604 F. 02-958-3620 E. me@business.kaist.ac.kr

http://www.business.kaist.ac.kr/me

KAIST
School of Management
Engineering
MS · Ph.D.
KAIST 경영공학부 석·박사과정
(서울캠퍼스)

경영학 교수를 꿈꾸십니까?

KAIST 경영공학부가
여러분의 꿈을 지원합니다.

KAIST College of Business MS/Ph.D.?
MISSION
학문적 탁월성을 지닌 경영인재 배출 및 세계수준의 경영연구 수행
경영공학부는 KAIST의 핵심목표인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MS·Ph.D. 과정으로 경영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조직 및 전략, 회계, IT경영의 7개 전공분야와 복수이수분야인 녹색경영으로 나누어
세계 수준의 경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계량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각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

교육·연구

박사과정 지원

외 유수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교수진

·장학금 및 Fellowship

GOAL

·전공분야 중심의 교육/연구

·병역대체 복무제도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경영 전문인력 배출

·분석능력 및 방법론 기반 확충

·논문연구비/국제학회 참가비 지원

⊙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 추구 (Commitment to Balanced Excellence in Education and Research)
⊙ 분석능력과 경영리더십의 통합 추구 (Integration of Analytic Capability and Business Leadership)
⊙ 정부, 사회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 (Satisfying the Needs of Government, Society, and Industries)

KAIST
경영공학부

경영공학부장 인사말
KAIST 경영공학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KAIST 경영공학부는 KAIST의 핵심목표인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며,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1년 설립된 이
래 우수한 인재 유치, 활발한 산학연계를 위해 대전캠퍼스에서 서울캠퍼
스로 이전하여 새롭게 출발한 지도 18년이 지났습니다.
경영공학부에서는 경영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조
직 및 전략, 회계, IT경영의 7개 전공분야와 복수이수분야인 녹색경영
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며, Global Top Journal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학생 전원에게 연구실을 배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 경영대학의 박사과정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세계적 석학
및 실무자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을 자랑하는
KAIST MBA 재학생 및 동문과의 교류 뿐만 아니라 MBA 수업 수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공학부의 졸업생들은 계량적, 경제적, 행태과학적, 정보기술적인 접근방법과 분석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각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대학을 비롯하여 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
니다. 그 동안 130여명의 경영학 교수를 배출하여 국내 경영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박사과정 졸업
생의 상당수가 Arkansas State Univ., Augusta state University, National Univ. of Singapore, Univ. of
New South Wales, Univ. of Newcastle, Hong Kong Polytechnic Univ. 등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로 임용
되어,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KAIST의 이념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영학계를 이끌어가는 KAIST 경영공학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AIST 경영공학부장_

김동석

학생·동문

교육환경

·우수한 한생

·연구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화 교육

·국내외 동문 네트워크

·재학생 전원 연구실 배정

·국내외 유수 대학 교수로 진출

·기숙사 사용 가능

전공분야 중심의 교육 및 연구

박사과정 혜택

- 전공분야 중심의 교육 및 연구 (경영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조직 및 전략, 회계, IT경영, 녹색경영*)

- 박사과정 재정지원:
등록금 면제 (석사과정 별도 장학금제도 시행) 및 Fellowship,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RA 및 TA 기회 제공

- 각 전공분야별 심화 교육과정 개설 및 박사과정 자격시험으로
전문성 증진
-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심화교육을 통해 분석능력 및 방법론 기반 확충
- 분야별 세미나 개최로 연구활성화
* 복수이수분야

세계수준의 교수진 및 우수한 교육·연구환경,
지속적 교육 투자
- 재학생 전원 분야별 연구실 배정
(연구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수준의 연구 역량을 위한 국제화 교육
- KAIST 서울캠퍼스 (홍릉)에 위치
- 기숙사 사용 가능

- 병역대체 복무제도 시행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위한 국제화 교육:
해외 교환 학생,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재정지원, 우수연구상 수여를
통한 획기적 연구기회 제공

세계적 동문 네트워크
- 전세계로 퍼져있는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KAIST경영공학부 박사 졸업생의 43%가 대학 교수로 임용
- 국내외 유수대학 교수로 진출 (국내 최다 경영학 교수 배출)
-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및 기업으로 진출

교육과정 소개

진출분야
석사 45학점 이상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및 핵심 기업으로 진출

박사 66학점 이상

구분
이수학점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

3학점, 1AU

3학점

30학점

9학점

3학점, 1AU

3학점

30학점

30학점

- 국책연구소, 삼섬경제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졸업생의 43%가 국내외 주요 대학 교수로 임용
- 광운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한양대, Hong Kong Polytechnic

공통필수

University,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Castl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등

3학점 및 1AU
- CC511 확률 및 통계학 (3) [대체:BA581 확률 및 통계 (전 분야), BA582 통계적분석방법론 (경영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회계, IT경영 분야), BA583 행태과학을 위한 통계 (마케팅, 조직 및 전략, IT경영 분야)]
- CC020 윤리 및 안전Ⅰ(1AU)

전공필수

해외에서 학위를 받지 않은 순수 국내파
KAIST 경영공학 출신의 토종 박사들이 해외 명문대 교수로 임용되어

3학점
- 회계, 금융 분야:BA582 통계적분석방법론* (3학점)

KAIST 경영공학부의 세계적인 연구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조직 및 전략, 마케팅, IT경영 분야:BA541 행태과학연구방법론 필수 (3학점)
- 경영경제,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분야:아래 2과목 중 1개 과목을 택함. (3학점)
BA582 통계적분석방법론*, BA541 행태과학연구방법론
* BA582 통계적분석방법론으로 CC511 확률 및 통계학 공통필수 대체 시, BA522 계량경제학 또는 BA683 시계열 분석 및 예측 중 택일

선택

30학점 이상
7개 전공분야 (경영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조직 및 전략, 회계, IT경영) 중 1개 전공분야 를 선택하고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보배 교수

이두원 교수

강병욱 교수

경영공학 박사 09 졸업,
Univ. of Newcastle

경영공학 박사 09 졸업,
Univ. of Newcastle

경영공학 박사 09 졸업,
Hong Kong Polytechnic Univ.

임영덕 교수

민병규 교수

박상현 교수

경영공학 박사 09 졸업,
Univ. of South Wales

경영공학 박사 10 졸업,
Univ. of Neuchatel

경영공학 박사 12졸업,
Augusta State Univ., USA 임용

교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녹색경영 분야는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조직 및 전략, 회계, IT경영 전공분야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수이수 할 수 있음.

연구

석사:9학점 이상, 개별연구는 3학점까지만 인정
BA966 세미나 (무학점) 필수이수 (단, CC010 리더십강좌를 이수한 경우 세미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녹색경영 복수이수자는 1/3 이상의 녹색경영 연구를 포함하여야 함.

박사:30학점 이상, 개별연구는 7학점까지만 인정 (단, 연구 학점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녹색경영 복수이수자는 1/3 이상의 녹색경영 연구를 포함하여야 함.

영어

석사:대학원에서 지정한 아래 영어교과목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BUS927 Business Presentation
- BUS929 Academic Writing in English
(단, 영어 Screening tests에 의해 면제될 수 있음.)

박사:① 아래의 3개 영어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BUS928 Teaching Effectiveness in English
- BUS927 Business Presentation
- BUS929 Academic Writing in English

Interview

(단, 영어 BUS927과 BUS929는 별도로 정하는 tests를 거쳐 면제될 수 있음.)

② 최종논문심사일이 포함된 주의 전 주까지 OPI Test에서 Level 8 (Advanced-Mid)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
KAIST 타 학과/전공 교과목 이수:최대 9학점까지 경영공학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녹색경영 GG교과목은 학점 제한 없음.)

한석호_ 경영공학 석사 ’07학번, 한국거래소 재직
KAIST 경영공학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다양한 연구방법론 등은 기본적인
계량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거
래소에서 인덱스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영공학 과정에서 익혀왔던 계량적
분석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점교환에 의한 타 대학 교과목 이수:학부장 승인이 있을 시 경영공학부 교과목으로 인정함.
민병규 교수_ 경영공학 박사 ’10졸업, Univ. of Newchatel
박사에만 해당-경영공학 타 집중분야 교과목 이수:경영학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본인의 집중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영대학 과목 중 3학점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녹색경영 GG교과목은 제외됨.)

KAIST 경영공학으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학시절
학교에서 지원해주었던 여러 프로그램 중 국제 학회 지원 및 논문 투고 지
원, 그리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던 교내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임영덕 교수_ 경영공학 박사 ’09졸업, Univ. of New South Wales
KAIST 경영공학 석·박사 교과과정 동안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공인 Accounting 이외에 Finance나 Management
의 다양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연구역량
이 좋은 평가를 받아 현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School of Business에서 Senior Lecturer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상현 교수_ 경영공학 박사 ’12졸업, Augusta State Univ.
KAIST 경영공학 석·박사과정을 통해 전공 과목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목 세미나가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 영어발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학교 지원을 통하여 여러 해외 학회에서 발표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 면접을 하는 과정에선 KAIST의
Brand Power 덕분에 미국 교수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 가을학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Augusta State University에서 회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전공분야 소개

(마케팅)

Operations Strategy and Management
Science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과 고객관계 구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가

경영과학은 실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분석적

치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마케팅의 전공분야는 구체적으로 시

이며 전략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는 학제간 전공분야이다. 기업이나

Finance

장환경과 전략, 마케팅 목표, STP (Segmentation, Targeting,

공공 부문에서 중요한 전략을 선택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경영경제)

(금융)

Positioning), 4P Mix(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그리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

고 고객만족과 성과분석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영역의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경영

경영경제 분야는 경영에 대한 시사점 또는 연관성이 강조된 경제

금융은 자본시장과 생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재화 혹은 돈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언어학 등

과학의 응용분야인 생산전략은 기업 경쟁역량 제고를 위한 제조업

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의 일반적인 영역을 공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

의 인문사회과학적 기반 위에서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실

과 서비스업 가치 사슬 (Value Chain)의 전략적 관리와 글로벌 공

하면서, 특히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이들로 구성된 산업 또는

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수학 등

증적 분석방법을 많이 택하지만 critical method, ethnographic

급사슬관리, 전사적 품질관리 (TQM),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혁신,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과 경쟁 현상 등을 주로 연구한다.

의 이론을 토대로 자본시장, 기업재무, 그리고 자산가격결정 등과

approach 등과 같은 상대주의적 (relativistic) 분석방법도 활용된

그리고 생산시스템의 설계, 계획 및 통제와 관련된 분석기법들을

또한, 통신산업, 금융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장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와 분석을 한다. 또한 기존 연구를 기초로 금

다. 연구는 순수 이론적인 것과 함께, 실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연구한다. 또한 경기변동이론을 고려한 경기예측, 금융시계열분석,

설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및 에너지 경제 분야와 기업 경영

융자산 가격 및 기업 내의 자본조달, 자산배분, 그리고 지배구조와

해결하기 위한 것도 지향된다. 마케팅연구에 대한 실용적 수요는

신상품 수요예측,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예측시스템 개발

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의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이에 따라 도전적이고 의미가 있는 연구의

등을 통하여 불확실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의

의 졸업생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며, 학계는 물론 민간 또는 정부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회도 한층 커지고 있다.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Managerial Economics

Marketing

출연 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굴지의 대기업 등
에 진출하고 있다.
Coordinator_

이창양 교수
drcylee@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강장구 교수
jkkang@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윤여선 교수
yyoon@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김보원 교수
bwkim@business.kaist.ac.kr

Organiza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조직 및 전략)

Accounting

IT Management

Green Business

(회계)

(IT경영)

(녹색경영)

경영 분야는 전략경영, 조직관리 및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회계 분야에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와 회계 시스템이 기업가치 및

급변하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은 전통적인 경영방식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을 포함한다. 전략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

에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T경영분야에서는 IT와 미

나라와 기업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규제가 국

높이기 위한 경쟁전략과 다각화전략, M&A 및 국제화 등의 주제를

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기업 내부자원 관리와 의사결정, 세무 회

디어에 대한 경제성, 디자인 및 개발, 활용 그리고 전략에 대해 연

내외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정부규제와 시장의 변화

연구한다. 조직관리 및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개인 행태나 팀 관

계, 감사제도, 기업 지배 구조, 회계정보시스템 등에 관련한 다양

구한다. 특히 IT의 시장,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측면의 경영학적 연구

에 대비하여 성장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경영은

리, 리더십, 그리고 조직 설계 및 혁신 등의 주제를 연구하며, 인적

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

가 그 주 대상이다.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행동과학적 연구 방법을

기존의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녹색기업 전략, 녹색 마케팅, 탄소배

자원관리는 구성원의 선발/채용, 평가/보상, 교육/개발, 경력관리 및

계 및 재무 정보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경영자와

응용하여 다양한 최신 분야 학문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주요 과목

출량의 측정, 녹색사업과 투자의 평가, 녹색 IT의 개발 방안에 관한

배치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 및

정책 결정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으로는 IT 경영론, e-Business, IT 전략,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 및

연구한다. 녹색경영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

사업화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창업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다.

을 목표로 한다.

설계, 비즈니스 미디어 통신, IT경영연구방법론, 전사데이터관리전

업, 녹색경영론, 녹색정책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경영학의 분야별

략 및 IT보안윤리 등이 있다.

로 녹색 경영적 요소를 학습하여야 한다. 그래서 녹색경영은 기존
의 경영학 분야와 복수이수만 가능하다.

김영배 교수
ybkim@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이재원 교수
jaywonlee@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이희석 교수
hsl@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이재규 교수
jklee@business.kaist.ac.kr
Coordinator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