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프로그램
금융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금융인재의 요람

WHY KAIST MFE?
●

확대 발전된 국내 최초·최고의 금융공학 Program

●

연구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공학 전문인력 양성 Program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실습 시설 및 정보데이터 보유
로이터 트레이딩센터, 코스콤 정보센터 운영
•WRDS, CRSP, S&P 등 금융DB와 블룸버그, 체크 등 금융정보단말기 실시간 활용
•워크스테이션 구축된 트레이딩룸에서 실제 금융기관 수준의 교육환경 제공

KAIST 학생투자펀드(KSIF) 통해 연구와 병행된 투자 실습 기회 제공
•
국내 최초 학생투자펀드로 10억원의 투자자금을 학생들이 직접 운용
•투자전략 개발과 트레이딩 등 자산운용의 모든 핵심 과정을 직접 수행

WORLD CLASS
FINANCE
SCHOOL

Master of
FINANCIAL
ENGINEERING

KAIST 경영대학의 차별화된
금융공학석사 Program

금융공학 / 계량적 자산운용(Quant)에
특화된 인재 양성

•이수학기 : 총 4학기 (2년제 과정)
이수학점 총 54학점 (논문 9학점 포함)
•

•Global Practice를 이해하고 최신기법을 이용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금융공학 관련 19.5학점 필수 과목 지정으로
강화된 전문 역량 배양

•논문 작성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석능력과
연구능력 배양

•국내 최고의 금융공학/계량적 자산운용
(Quant) 분야 교수진

•Financial Analytics, Quantitative Asset
Management, Derivatives, Risk Management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KAIST MFE

2 YEAR ROAD MAP
➊ 1년차 ➋ 2년차

학사일정

JAN

FEB

MAR

➊ ➋ 장학금신청

➊ 사전교육
➊ 연구실 배정
➊ 신입생 워크숍

APR

MAY

JUN

JUL

➊ 봄학기 (전반 8주, 후반 8주) : 전공필수 과목 집중 수강
➋ Dean’s Luncheon
➊ 개강간담회
➊ 지도교수 선정
➊ ➋ CAIA 장학금신청

AUG

SEP

OCT

➊ ➋ 여름학기 : 해외교수 초청과목 수강, 인턴십
➊ 해외연수 Info SessionⅠ
➊ 희망대학 신청서 제출
➊ ➋ 장학금신청

NOV

DEC

➊ 가을학기 (전반8주, 후반8주) : 선택과목 및 집중분야 집중 수강
➊ 해외연수 Info SessionⅡ ➊ Dean’s Luncheon
➋ 논문연구

➊ ➋ CFA 장학금신청

➊ 논문계획서 제출
➋ 집중분야 이수신청
➊ ➋ 학생축제

➊ 해외연수 출국
➊ ➋ 금융인의 밤
➊ CFA 장학금신청

➊ CAIA 장학금신청

➋ 해외연수 : Bayes(구 CASS), OSU, UIUC, UMD, UT, UCI
➋ 복수학위 : Bayes(구 CASS), MSU, UMD
➊ 진로탐색 : 그룹/개별상담, 초청간담회, 멘토링

➊ KSIF 지원

➊ 경력설계 : 레쥬메 클리닉, 커리어 컨설팅

➊ ➋ 역량개발 : 인턴십, 산학협력프로젝트, 공모전, 네트워킹 ➋ 취업준비 : Job Fair, Mock 인터뷰, 채용설명회, 추천채용
※ 상기 일정은 봄학기 입학생 기준이며, 가을학기 입학생은 1년차 2학기(봄학기)에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됩니다.

공통필수

졸업이수
요건

전공필수

3학점, 1AU

19.5학점

선택
22.5학점 이상

연구
9학점 이상

졸업이수학점

INTERVIEW

54학점 이상

서병기

교과과정
소개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3학점 : 확률 및 통계학, 1AU : 윤리 및 안전
19.5학점 : 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채권분석, 재무회계, 금융공학 연구방법Ⅰ&Ⅱ, 금융공학 프로그래밍Ⅰ·Ⅱ또는 금융공학
프로그래밍Ⅲ, 금융해석학·금융해석학 응용 또는 전산금융

금융공학 1996학번,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금리와 주가 등 시장요인의 분석, 다양한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프로그램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금융 전

자산의 특성과 가치평가, 위험과 수익의

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상관관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 등 현재 수행 중인 자산운용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을 병행하는 실습과정을 제공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

졸업 후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습니다. 또한 올바른 금융인이 지녀야 할

해당 과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입니다. 또한, 해외연수 과정을

성품과 소양도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동문들과의 교류, 교수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미
2015학번,
미래에셋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팀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산업 및 학계
에서의 최신 연구방향 및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
을 통해 체득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동문들이 퀀트운
용역, 파생상품운용역, 애널리스트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한국 금융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22.5학점 이상 ※ 집중분야 이수여부는 선택할 수 있음

1) 파생상품
		금융공학모형론, 금융상품설계론, 시뮬레이션 방법론, 고급금융계량분석, 이자율 파생상품, 파생상품운용, 금융수치해
석기법, 금융시계열분석, 신용리스크모형 및 신용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전략, 고급금융시계열분석, 파생상품최신논
제, 금융공학특강

KAIST 경영대학의 금융공학프로그램은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에서는 금융공학에 대한 지식 뿐 아니

한국 금융시장에 꼭 필요한 전문가를

라 통계, 계량분석부터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빅데이터 관련

배출하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교과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수학전공자로, 금융과

합니다. 투자론, 파생상품, 계량분석, 프로

IT가 결합된 커리큘럼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필요한 IT기술과 금

그래밍 기법 등 이론적인 영역뿐 아니라 실무

융 Big Data 분석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2) 계량적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운영, 경제시장지표 분석 및 예측, 부동산 투자론, 증권분석 및 거래전략, 통계적 차익거래기법,
알고리즘 거래 및 정량적 거래기법, 대체투자,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 벤처투자기법, 사적시장에서의 투자기법, 자산가격
모형의 계량적 추정, 자산운용특강, 자산운용 사례연구

적인 내용까지도 습득할 수 있어 졸업 후

한 Business Analytics 해외연수 과정을 통해 해외 금융산업의

3) 채권-통화- 상품
		이자율기간구조, 부동산 담보부 채권 및 기타 구조화 채권, 알고리즘 거래 및 정량적 거래기법, 상품거래기법, 외국환 투자
기법 등

윤주영
금융공학 1999학번,
미래에셋자산운용
Japan 전무

현업에서 매우 유용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 퀀트기반 투자 전략 개발, 펀드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과정이

차성재
2016 가을,
AIZEN GLOBAL,
금융플랫폼개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지속가능 금융
		 녹색경영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녹색성장전략연구, 녹색기업가치평가와 사회적금융,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프로젝트

연구

9학점 : 논문연구

오기훈
2013학번,
UBS 자산운용,
퀀트운용팀

※ 상기교과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사, 통신사 등에 필요한 수익성 모델 설정 및 리

입니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와 금융자료 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위험 분석 등

대학원에서 지정한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여신업무기반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고 구축하게 될 것

5) 금융 애널리틱스
		시뮬레이션 방법론, 운영리스크 관리, 금융공학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금융시장 미시구조, 핀테크 개론, 횡단면 금융

영어 교과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스크 관리 등 학교에서 배웠던 금융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인공

4) 위험관리
		보험과 리스크의 원리, 시뮬레이션 방법론,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보험수리,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등

7) 녹색금융
		 녹색경영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녹생성장전략연구, 녹색금융프로젝트

최신 트렌드까지 배움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폴랫폼 회사로 진출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프로그램은 금융

금융시장의 정량적 분석방법을 배우고자 KAIST 금융공학프로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tool을 제공

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파생상품, 자산가격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커리큘럼을

평가모델, 포트폴리오 이론 등을 배우며 근간이 되는 지식들

제공하여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을 쌓았고 학생투자펀드(KSIF) 팀활동을 하며 머신러닝 기법을

이는 졸업 후 현업에서 직종선택뿐만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연구해 구현한 모델로 학교기금을

아니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교자원을 활용해 생소한 분

확신합니다. 금융이론뿐만 아니라 최신이
슈 및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trend 또한
밀접하게 느낄 수 있으며, 금융공학 석사

이동희
2019학번,
한국투자증권,
FICC공학부

야를 스스로 연구해 나가는 자세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현업에
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AIST 금융공학 프로그
램의 가장 큰 장점은 세분화된 강의, 다양한 외부초청 설명회,
방대한 선후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시장의 다양한 진로

과정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이 장차 금융

들을 직·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리어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방향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력을 키워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

합니다.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FACULTY

GLOBAL STU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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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전원 1학기 해외연수 또는 복수학위 필수 참여
세계적으로 금융분야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수 대학에 파견되어 5~8개월간 수학
복수학위

Michigan State University (Eli Broad)

미국 중동부 지역의 명문 주립대학으로, 기업재무와 투자이론을 국제적인 관점으로
다루는 재무금융론 석사학위 운영

복수학위
/해외연수

University of Maryland
(Robert H. Smith)

워싱턴 DC 근교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과 수준 높은
금융 커리큘럼이 특징

Ohio State University (Fisher)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 있는 종합대학으로 미국 금융석사 랭킹 7위(FT), 카이
스트 전담직원 배치 등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짐

USA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Paul Merage)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한 Irvine에 위치한 대학으로, 자산운용과 비지니스 애널리
틱스에 특화된 금융프로그램 제공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며 회계학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 금융분야에서
계량적 연구방법에 초점을 둔 심도 있는 금융공학 교과목 제공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cCombs)

미국 남부의 명문 주립대학으로 연구중심 대학이며, 금융 이론과 실무가 잘 접목된
교과목 제공

City University London (Bayes)

세계 금융 중심지인 런던이 보유한 금융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이
강점이며 인턴십 등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음

해외연수

UK

복수학위
/해외연수

* 파견가능한 대학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수학위는 학교별 요구학점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FINANCE DATABASES

Accounting

초빙 / 겸직 / 방문 교수

곽병진│Purdue Univ., Ph.D. (2004)

강태수│Missouri Univ. Ph.D. (1993)

김용태│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Ph.D.(2001)

권오규│중앙대, Ph.D. (1998) /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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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Texas Tech University, Ph.D. (1988) / 前 한국은행 G20 업무단장

안성진│Washington Univ. in St. Louis, Ph.D. (2018)

김아현│연세대학교, Ph.D. (2016)

오형일│Columbia, Ph.D. (2014)

김종창│Univ. of Washington, M.A (1985) / 前 금융감독원장 / 前 기업은행장

한인구│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0)

류혁선│성균관대학교. Ph.D. (2011) / 前 미래에셋대우 Global 부분대표
김회광│Univ. of Pennsylvania, Ph.D. (2013) / 現 Univ. of South Carolina 부교수
윤지연│Univ. of Georgia (2019) / 現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조교수

Finance
강장구│Univ. of Rochester, Ph.D. (1997)

변석준│KAIST, Ph.D. (1996)

고우화│Ohio State University. Ph.D. (2015)

오동철│Washington Univ. in St. Louis, Ph.D. (2011)

김경국│Columbia Univ., Ph.D. (2008)

이인무│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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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주│Northwestern Univ, Ph.D. (2013)

김동석│Ohio State Univ., Ph.D. (1989)

이회경│SUNY at Stony Brook, Ph.D. (1986)

김병천│lowa State Univ., Ph.D. (1984)

조 훈│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06)

김지수│Stanford Univ., Ph.D. (1984)

최현수│Princeton Univ, Ph.D. (2012)

김수헌│Northwestern Univ, Ph.D. (2013)

현정순│Univ. of Rochester, Ph.D. (1997)

박광우│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03)

Martin J. Dierker│UCLA, Ph.D. (2003)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The Wharton School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

A Research Center at
Chicago GBS

CRSP

시카고대학교 GSB에서 제공하는 미국 / 유럽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정보
US Stock, US Treasury, US Mutual Fund 등

Standard & Poor's

Compustat

S&P사의 북미지역 및 전세계 기업에 대한 50년치 이상의 상세 기업정보
Compustat North America, Comustat Global 등

Global Research Futures & Options
Asset4

Thomson Reuters

SDC Platinum
World Scope

와튼 스쿨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STUDENT PROFILE 2022
8.3%
(10년 이상)

전세계 금융시장 시계열 정보 데이터베이스
250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한 ESG 정보 제공
전세계 기업들의 M&A, 주식 신규발행 데이터 제공

16.7%

19.4%
(30~35세)

연령

전세계 상장기업들의 재무회계 정보 서비스

OptionMetrics

IvyDB US

NYSE

TAQ(Trade & Quote)
Bloomberg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추정 정보 제공

19.4%

(여자)

19.4% (평균 29.7세)
I/B/E/S

(인문사회계열)

27.8%

(35세 이상)

(4~10년)

직장경력

성별

61.2%

(평균 2.9년)

(20~30세)

72.2%
(남자)

미국 주식 및 지수 옵션의 가격 및 내재변동성 자료 통합 제공

13.9%
(2~4년)

58.3%
(2년 미만)

27.8%

56.6%
학부전공 (상경계열)

(이공계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매매거래정보
글로벌 경제 / 기업 / 금융시장 정보, 뉴스/ 분석보고서 데이터베이스

Bloomberg
BNEF

에너지와 탄소시장 분야에 관한 분석, 데이터, 뉴스 제공

BoardEX

BoardEX Data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정보 등 제공

MSCI

MSCI(구 KLD)

글로벌 기업의 비재무적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평가 데이터 제공

Trucost

Trucost

FnGuide

FnDataGuide

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미국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2003년 획득

세계 경영 교육 연합
2013년 획득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년 창설

경영대학입학위원회
2010년 가입

IS(정보시스템) 연구분야
세계 13위 (2006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2008년 가입

글로벌 투자시장에서의 탄소지표 활용 매트릭스 제공
국내 주식 / 선물/ 옵션 / 채권 / 기업 / 경제 정보 및 수익률 예측자료
국내 상장법인, 외감법인 기업정보 제공

금융공학프로그램 0245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KAIST 경영대학

T. 02-958-3124

F. 02-958-3160

E. jiw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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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