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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2003년 획득

세계 경영 교육 연합
2013년 획득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년 창설

AIM
KAIST

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경영대학입학위원회
2010년 가입

IS(정보시스템) 연구분야
세계 13위 (2006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2008년 가입

Alumni Testimonials
김영진

최윤길

하운식

한독 대표이사

성주음향 대표이사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대표이사

11기

32기

43기

많은 최고경영자 과정이 인적 네트워킹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KAIST AIM은 최신
경영이론과 경영트렌드 등을 실제로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배우고, IT산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 KAIST AIM을
통해 보다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IST AIM만의 독특한 매력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가슴의 찌릿한 울림을 주는 에너지를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자극 속에서 지금껏 미처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께 아낌없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의 파트너와 최신의 지식을 함께 엮어 내는
최고의 네트워크 및 학습공간입니다.
한국기업과 함께 국내외에서 성장을 일구어가는
외국계 기업의 리더로서 KAIST AIM 과정은 제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통찰은 물론,
사고와 경험의 지평선을 더욱 확장해 주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모든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Innovate at the Speed of Thought
KAIST AIM은 기존 및 미래 최고경영자들이 21세기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최신 경영 이론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Advanced Executive

김선호

김성철

이종민

신세계그룹 전략실
지원본부장/전무

삼성흉부외과 원장

SK텔레콤 T3K
이노베이션CO장/부사장

48기

47기
지금까지 다양한 최고경영자과정을 많이 접해봤지만,
KAIST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남다른 Respect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경영 인사이트는 물론, 경영자(임원)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덕목들을 매우 SMART하게
일깨워 주는 KAIST! 캠퍼스를 방문할 때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귀한 재충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Why KAIST
AIM?
Program입니다.

48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던 KAIST AIM 과정은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의사라는 직업과 시간, 거리
등의 이유로 망설였던 순간도 있었으나 당해년도에
제가 한 일들 중 최고였다고 자부합니다.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곳에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은 제 결정이 최고였다고 느낄 수 있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KAIST AIM만의 우수한 강연, 다양한 영역의
경영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료 이후 지금까지 동문들과
교재와 협력을 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KAIST AIM, 혁신하고자 하는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Opportunities from Emerging Technologies
첨단 과학의 메카, KAIST 본원 및 경영대학 교수진이 기술과 경영의 융복합 세계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경영하고, 나아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성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것이
AIM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이경재

전영민

권준학

삼진앨엔디 회장

롯데엑셀러레이터 대표이사

농협은행 은행장

20 & 50기

51기

52기

Strategy for the New Normal
제품과 공정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어, 빅데이터와 고객 감성 분석에 기반한 파괴적 혁신 및 Digital Transformation을

KAIST AIM 20기 수료 후 50기를 재수강하면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께서 AI & Robotics와
4차산업 등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외연수를 꼭 경험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본 과정을
배우며 해외의 선진화된 기업 방문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영만으로는 위태롭고 신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는 시대입니다. 와해적 혁신에 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과 경영의 융합적인 혜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KAIST AIM에서 많은
혜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시대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최고의 솔루션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혁신을 조직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었습니다. KAIST
AIM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와 혁신의
흐름 속에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업 리더들에게서 얻은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 역시 큰 자산입니다.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nnovation under Crisis
금세기 초유의 블랙스완,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한 경영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혜안과 리더십을 KAIST 내외부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모색합니다.

이학구

김희철

박종열

KTB자산운용 부사장

한화임팩트/한화에너지
지주부문 대표이사

KT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국내 연수 및 동기 회사 방문

54기

경영 현장 이슈 공유 및 자문

52기

53기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KAIST AIM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의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특히 COVID19로 본격화된 Untact 시대에 과학, 기술에 기반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최적의 커리큘럼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갈 혜안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KAIST AIM의 다른 이름은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지식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최고경영자에게
성찰과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이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KAIST 최고경영자과정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믿습니다.

Global Field Trip
●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가치혁신 창출 사례 학습 및 시사점 도출

●

기업방문 및 대학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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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IM

4차 산업혁명과 Post 코로나 시대의 가치창출을 위한 Innovation 커리큘럼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Executive Education Ranking 2022 Open Program Asia Top 1, Worldwide 22
KAIST 경영대학, FT 선정 경영자과정 랭킹 아시아 1위·세계 22위

1994년 개설 이래

글로벌 경영자 배출 및

아시아 최고를 넘어

폭넓은 동문의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세계가 인정하는

인적 교류와 탄탄한

중요한 역할을

최고의 교육기관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Opportunities from
Emerging Technologies

Strategy for the
New Normal

미래 경영자의
핵심역량

Innovation
under Crisis

In Numbers
5%

동문수

1,900+

18%

업종

43%

34%

■ IT/생산/제조
■ 금융
■ 서비스/유통
■ 정부, 공공기관

신기술 트렌드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신을 위한

Post 코로나 시대의 가치창출을 위한

Opportunities from
Emerging Technologies

Strategy for the
New Normal

Innovation
under Crisis

AIM Activities
국내·외 연수

상호교류의 시간

다양한 기업방문을 통한

산업 및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가치혁신과 성장전략 학습,

동기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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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제고를 위한 회계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의료 로봇의 혁명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Insight)과

•기후변화의 비즈니스 리스크와 ESG 경영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활용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반도체 성장
전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동기회사 방문

선후배 기수 만남의 시간

기업의 차별화된 강점 및

기수를 넘어 선후배 동문들과의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실제적인 사업 아이디어 모색

•블록체인 생태계 선도를 위한 과제와 전략

직관(Intuition)
•글로벌 공급사슬 붕괴와 가치 창출
•기업 인수·합병의 전략적 추진

•스타트업 생태계와 CVC 투자 전략
•인공지능시대 소셜 &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면역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조직 디자인의 원칙과 변칙

•AI Based Manufacturing Operation

•Big Data & Business Analytics

•행동경제학 관점에서의 고객행동 분석

•ESG와 미래사회 금융산업

•Digital Strategic Winning

Innovation
•Unhappy Customers, Technology and
Innovation

•People Analytics for Talen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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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Admissions

Opportunities from Emerging Technologies

지원자격

제출서류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학원서(소정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1부

•소속기관 안내자료 1부

•국회의원 및 군장성

•반명함판 사진 1매

•전형료 5만원

강금석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Purdue Univ., 경영학)
권동수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Ph.D., Sungkyunkwan Univ., Information Engineering)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Ph.D., Univ. of Michiga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기타 위의 자격과 동등한 인사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모집인원 40명 내외

•발표 2022. 9. 2(금)
•등록 2022. 9. 2(금) ~ 9. 8(목)

등록금 1,200만원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Ph.D., Yonsei Univ., 미생물학)

•해외연수비(항공료 및 숙박비) 별도

연락처

윤여선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Univ. of Michigan, 경영학)

•자치회비 별도

과정책임 이지환 교수
Tel. 02) 958-3616

장영재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Ph.D., MIT, Mechanical Engineering)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교육기간 2022. 9. 15(목) ~ 2023. 1. 19(목)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7:00 ~ 21:00

Strategy for the New Normal

E-mail. jihwanlee@kaist.ac.kr

경영자과정지원실 마세영 실장
Tel. 02) 958-3309

E-mail. seyoungma@kaist.ac.kr

과정사무실

원서접수

Tel. 02) 958-3989

E-mail. kaistaim@kaist.ac.kr

•접수기간 2022. 6. 13(월) ~ 8. 28(일)
김민기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Univ. of Chicago, Economics)

•온라인 접수(https://kcbexe.kaist.ac.kr)

김보원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Harvard Univ., 경영학)
박광우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재무학)
박성혁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KAIST, 경영공학)
안재현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Stanford Univ., 의사결정론)
이지환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London Business School, Strategic & International Management)

Innovation under Crisis
박상찬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Cornell Univ., Organizational Behavior)
백용욱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Economics)
엄지용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Ph.D., Stanford Univ., Management Science & Engineering)
오원석 KAIST 경영대학 교수 (Ph.D., New York Univ.,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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