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재직자들의
경력강화를 위한 3년(2.5년)
야간과정, 프로페셔널 MBA
Dream and thrive to be the
next-generation business leaders

WHY

KAIST PROFESSIONAL MBA?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경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MBA

직장인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MBA
•3년 과정의 야간 MBA(주중 2회 수업, 19시~22시) 
- 3년이 표준이나, 2년 반 과정으로도 학위취득이 가능한 Acceleration Path 운영
•조직 및 전략, 마케팅, 재무 집중 분야 선택을 통해 특화된 지식 및 역량 배양
•세계 유수 MBA와의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기회 제공
•해외 Top 대학 강의 및 기업체 방문의 해외연수를 통한 세계적 경영대학 
현장 교육 체험

SIMPLY
THE BEST

PROFESSIONAL
MBA

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환경

KAIST MBA NETWORK의 일원

•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인증 AACSB 및 
GMAC, PIM 멤버십 획득

•국내 최대의 동문: 25여 년간 5,000여명 동문 배출

•2011 국내 최초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글로벌 100대 MBA 진입

•다양한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이 되는 동문 네트워크

•20년간 쌓아온 KAIST MBA 교육 노하우 및 동문 네트워크
•국내 최초·최대 규모 MBA로서의 교육 인프라 및 노하우

•해외 및 국내의 유수 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

•재학생과 동문네트워크 활성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동문평생교육 제공

KAIST PROFESSIONAL MBA

2.5/3 Year Road Map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 교육의 선두자, 핵심 경영 전문가 양성의 메카, KAIST 경영대학의 프로페셔널 MBA를 소개합니다.
프로페셔널 MBA는 재직자를 위한 과정으로, 야간 MBA의 국제 표준인 3년 과정으로 운영되지만,
2년 반만에 마칠 수 있는 Acceleration Path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업이수
요건

교과과정
소개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졸업이수학점

3학점, 1AU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3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공통필수 3학점 및 1AU : 확률 및 통계학 (대체 : 경영통계분석), 윤리 및 안전 I (1AU)
전공필수 리더십과 조직관리, 경영전략, 경영경제학, 마케팅, 재무회계, 기업재무, 공급사슬관리 중 택 18학점
선택 	

24학점 이상
* 집중분야 이수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분야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조직 및 전략 분야
•벤처성장관리, 국제경영, 기술혁신의 전략적 경영,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 혁신전략과 조직관리 (3학점)
•협상 및 갈등관리, 신사업개발, 기업가정신과 기업가, 조직설계 및 혁신 (1.5학점)
2) 재무 분야
•투자분석, 선물 및 옵션, 재무제표분석, 고급회계, 기업인수와 합병(대체: 핀테크 M&A), 채권론, 관리회계, 
세무전략론 (3학점)
•재무사례분석 (1.5학점)
3) 마케팅 분야
•마케팅조사분석론, 소비자행동분석, 유통론, 비즈니스 애날리틱스 (3학점)
•하이테크마케팅, 서비스마케팅, 전략적 브랜드관리,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가격전략, B2B마케팅 (1.5학점)
4) 기타 선택과목
•해외현장연수
•타 전공 (테크노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경영전문대학원, 녹색성장경영전문대학원,
K-School 등) 선택과목

연구 	

해외
현장연수

- 2019 UC Berkeley (Entrepreneurship, Startup and Thinking out in a new way)

3학점 이상 : 현장적용 프로젝트

- 2018 Aalto University (Corporate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Study)
- 2017 UC Berkeley, Stanford d.school (Entrepreneurship, Startup and Thinking out in a new way)
- 2016 Columbia University (Effective Negotiations and Strategic Intuition)

Year 1

3년
과정

2.5년
과정

•교육장소 및 해외연수 주제
- 2022 London Business School (Innovation, Intrapreneurship)

* 현장적용 프로젝트는 현장적용 프로젝트와 Start up Empowerment Program 중 선택 가능
* 현장적용 프로젝트는 개별수행이 원칙이나 최대 3명까지 팀으로 수행 가능
* Start up Empowerment Program은 팀별  수행이 원칙

교과목

파트너대학 MBA 수업 수강, 현지 메이저 기업 방문 및 문화체험으로 구성하여 여름학기 중 1주간 실시
(1.5학점 선택과목)

Year 2

Year 3

봄학기 3~6월

여름학기 7~8월

가을학기 9~12월

겨울학기 1월

봄학기 3~6월

여름학기 7~8월

가을학기 9~12월

겨울학기 1월

봄학기 3~6월

여름학기 7~8월

가을학기 9~12월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선택과목 1.5학점

전공필수 6학점

선택과목 3학점

선택과목 6학점

선택과목 1.5학점

연구 3학점*

선택과목 3학점

선택과목 6학점

- 경영통계분석

- 현장적용 프로젝트

전공필수 3학점

선택과목 3학점

- 마케팅

3년 과정과 동일

전공필수 6학점
선택과목 3학점

선택과목 3학점

연구 3학점*

선택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현장적용 프로젝트

선택과목 6학점

* 3년차 봄학기 (2.5년 과정의 경우 2년차 가을학기) 연구 3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FACULTY

CLASS OF 2020~2022 PROFILE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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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평균 36세)

9%
11%

31%

회계

(25~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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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세 이상)

(여)

41%
(31~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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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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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일│Columbia Univ., Ph.D. (20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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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0세)

진병채│Univ. of Maryland, Ph.D. (2011)

경제
경력 (평균 8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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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전공

마케팅

윤참나│Univ. of Pennsylvania (2013)

8%
(2~4년)

30%

15%

(10년 이상)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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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0%

인영환│Brown Univ., Ph.D. (2001)

윤여선│Univ. of Michigan, Ph.D. (2003)

(인문사회)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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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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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6%

금융

(6~8년)

44%

(8~10년)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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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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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재직기업 LIST

변석준│KAIST, Ph.D. (1996)
오동철│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h.D. (2011)

IT통신/미디어

제약/의학

Salesforce Korea, Amazon Web Services,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라인
파이낸셜플러스, 삼성SDS, 연합인포맥스, 원스토어, 유니티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중앙일보, 투비위어드, 한국IBM, 한국어도비시스템즈, 현대엠엔소프트

Thermo Fisher Scientifics,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머크, 보령제약, 보스
톤 사이언티픽, 서울대병원, 셀트리온, 얀센백신, 티알엠코리아, 한독, 한솔
메디칼

금융

제조

CJ, DGB대구은행, KDB캐피탈, KEB하나은행, NHN페이코, NH농협캐피탈,
SK E&S, 롯데카드, 모건스탠리, 미래에셋대우, 수협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은행,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프리미어파트너스,
하나금융투자

ABB코리아, CJ제일제당, GS건설, GS칼텍스, KT&G,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S산전, LS엠트론, SK건설토목, SK에코플랜트, SK온, SK
하이닉스, Texas Instruments Korea, 기아자동차, 대림산업, 동부제철, 두산
중공업, 두산퓨얼셀,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보첨단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셰플러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오픈엠, 원익홀딩스, 지피아이, 코스메카코리아, 코오롱
인더스트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퀄리타스반도체, 피아이첨단소재,
한국타이어, 한국GM, 한미헬스케어, 한솔제지, 한화, 현대L&C,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호산테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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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BMW Korea, CJ프레시웨이, SK네트웍스, SSG.COM, 나이키코리아, 라인
프렌즈, 롯데쇼핑, 삼성물산, 삼원아트 주식회사, 소니코리아, 신동,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디다스코리아, 에보닉코리아, 유니드글로벌상사, 이마트,
재규어코리아, 칼자이스비전코리아, 쿠팡, 하니웰애널리틱스, 한국3M, 한국
산도스, 한국애보트, 효일이엔티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Dierker Martin│UCLA, Ph.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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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조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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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법인/중개
서비스
LG CNS, 나이스신용평가, 누비랩, 라인플러스, 블랭크코퍼레이션,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스포츠투아이, 시나몬게임즈, 시너에듀, 아시아나항공,
액션서울, HMM,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 인트라링크스아시아
퍼시픽피티이엘티디, 제일기획, 조이렌터카, 집닥, 청담러닝, 큐브인텔리전스,
페레로아시아리미티드한국지사,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렌탈, 한진,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효성TNS

P&E Consulting, 김앤장법률사무소, 딜로이트컨설팅, 법무법인 와이케이,
삼성경제연구소,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엘디팜 영농조합법인,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 한울회계법인

협회/공공/기타
대한송유관공사, 삼성인력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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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MBA 사무실 0245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KAIST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462호
T. 02-958-3302/3303 F. 02-958-3350 E. minchae@kaist.ac.kr/gyson@kaist.ac.kr
http://www.busines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