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Y THE BEST
글로벌 리더를 위한
최고의 선택

WHY KAIST EMBA?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신시장 기회로 이끄는 혁신가적 리더의 산실
●

KAIST EMBA는 확실히 다릅니다. CEO로서의 혜안을 열어주는 명품 교과과정,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는 
그 중 일부일 뿐입니다. 글로벌 CEO를 향한 열정과 비전, KAIST EMBA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

중견 관리자·임원·CEO 대상 22개월 주말 정규 MBA 학위과정 (강의: 금요일 오후, 토요일 종일)

EXPLORE & SCALE-UP
NEW BUSINESS OPPORTUNITIES
미래지향적 혁신주도형 리더 육성

통합적 Business Insight 도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경영사례분석 및 현장적용프로젝트를 통한 

모델에 대한 이해 중심의 산업 밀착형 교육
•변화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新시장을 발굴 및
선도할 수 있는 혁신가 양성

통합적 의사결정 능력 제고
•인문학, 철학, 역사, 건축, 사회심리학 등의
Insight Lecture Series를 통한 시야 확대

•스타트업과 기업 내 신사업 추진 핵심 인재 대상
Intra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함양

•해외 필드트립 및 기업방문, 석학 초청강의, 
영어수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SIMPLY
THE BEST

Executive
MBA

BUILD & LEVERAGE

INTERACTIVE & COLLABORATIVE

STRONG EXTENSIVE HUMAN NETWORK

LEARNING ENVIRONMENT

끈끈한 동기 네트워크

토론과 발표 중심의 참여형 교육

•금융, 제조, 유통, 법조계, 언론, 공공행정 등 다양한 

•해외 유수 MBA가 활용하는 Cohort System 도입을 

산업 분야의 핵심 리더인 동기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다양한 친목활동

막강 동문 네트워크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및 벤처기업의 現 임원 및
CEO로 활약 중인 선후배
•골프대회, 송년의 밤 등 활발한 총동문 행사

통한 동기간 공동학습 강화
•기별 학습팀 및 토론실 운영을 통한 토론식 상호 학습
효과 극대화

KAIST EMBA 전용 밀착 관리 시스템
•전공 책임교수와 현장프로젝트 지도교수 등 교수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
•급변하는 최신 경영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동문 청강제도

KAIST EXECUTIVE MBA

EXTRA
ACTIVITIES

YEAR ROAD MAP
STUDY
PLAN

주말 Intensive 수업을 통한 학업과 회사 업무 병행

의미 있는 첫만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KAIST의 명성을 만들어 온 동문들이 함께
해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생활의 시작을 돕습니다.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Insight
Lecture Series에서는 경영자에게 인사
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별 최신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논의합니다.

문화의 밤을 통해 경영학 지식은 물론, 문화적
소양까지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
니다.

International Field Trip의 글로벌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적 창의성을
경영현장으로 확장합니다.

총동문 체육대회, 총동문 송년의 밤 등 동기, 선후배와의 다양한 동문회 활동을 통해 2년을
넘어 평생을 함께 하는 KAIST EMBA의 가족이 됩니다.

정규학기│봄/가을
금 15:00 ~ 18:00, 토 09:00 ~ 16:30
계절학기│여름/겨울 금 15:00 ~ 21:00, 토 09:00 ~ 16:00
- KAIST 포탈서비스를 통해 복습용 강의녹화영상, 수업자료, 온라인 토론 및 Q&A 서비스 제공
- 경영자과정라운지, 개인별 사물함, 비즈니스센터 등 시설 제공

졸업이수
요건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

졸업이수학점

3학점

36학점

6학점 이상

3학점

48학점 이상

- International Field Trip I, Ⅱ 중 한 개 교과목 필수 이수 (한 과목은 전공필수, 다른 한 과목은 선택교과로 학점 인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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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워크숍
입학식

Field Trip
Pre - session

학위수여식

문화의 밤

체육대회

총동문 체육대회

YEAR 1		
Spring

SEP

총동문 송년의 밤

YEAR 2
Summer

Autumn

•Marketing
•International Field Trip I
•Management Statistical Analysis
•Elective Course I *
•Account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Elective Course II *

•IT Strategy &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Leadership & Organization Management

Winter

Spring

•Elective Course I *
•Elective Course II *

•Strategic Management
•Managerial Economics
•Operations Management & SCM

Summer
•International Field Trip Ⅱ
•Capstone Project Study **
•Elective Course I *
•Elective Course II *

Autumn

Winter

•Macroeconomic Analysis
•Mergers and Acquisitions
•Digital and Platform Business

* Elective Courses: Business Values and Innovation Potentials by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project for Business, Service Innovation, Innovation Management and the Entrepreneurial Manager, Organizational Design and Leadership, Design Thinking, Negotiation,
Working Backwards and Business Innovation, etc.

동문기업

대기업 및 계열사  고려해운, 금호전기, 금호폴리켐, 기아자동차, 네오플럭
스, 더존비즈온, 대우정보시스템,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대웅,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대한제당, 동국제강, 동부메탈,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레뱅드
매일, 롯데멤버스, 롯데카드, 루미마이크로, 매일유업, 삼보컴퓨터, 삼선로직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네트웍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메디슨, 삼성물산, 삼성
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버랜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인력개발원, 삼성
전기,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삼성토탈, 삼성화재
해상보험, 삼성SDI, 삼성SDS, 신세계, 아이리버, 아주캐피탈, 아주IB투자,
애경산업, 엔디에스(농심데이타시스템), 오픈타이드코리아, 웰리브, 이지스
엔터프라이즈, 인터지스, 일진, 제일기획, 제일모직, 카카오, 코오롱글로텍,
포스코, 포스코A&C, 포스코ICT, 포스코P&S, 포스틸, 포항스틸러스, 풍산, 한국
타이어,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SN, 한일시멘트, 현대모비스, 한화건설,
한섬, 한화에너지, 한화정밀기계,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휴비스, AK아이에스, CJ, CJ오쇼핑,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헬로비전, CJ헬스케어, CJ CGV, CJ E&M, DNC, GS, GS네오텍,
GS에너지, GS이엠, GS칼텍스, GS홀딩스, GS EPS, JW신약, KT, KTH, KT M&S,
KT SAT, KT&G,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 CNS, LIG에이디피, LG유플러스, LS
전선, LS ELECTRIC, OCI, SK, SK증권, SK테크엑스,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SK E&S, SPC GFS, STX조선해양, S&T대우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광통동방홈쇼핑, 굿어스, 꿈과기술, 그래텍, 끼메탈
코리아, 나무가, 나비드플랫폼, 누경교육, 다보오에스티, 다보코퍼레이
션, 대한스텐레스파이프, 더블유쇼핑, 더우주, 더프라임세무회계사무소,
데일스포드코리아, 루트앤루트, 리얼리티매직, 리탈, 마인즈아이, 맵스코,
미르시스템, 미림씨스콘, 미원화학, 봄센, 브이디자인웍스, 산엔지니어링, 삼원
산업, 삼진엘엔디, 삼화플라스틱, 삼환환경, 새롬기술, 선학, 성주음향, 세마
그룹, 세진아이앤씨, 센시리온코리아, 소프트맥스, 솔, 순환엔지니어링, 스마트
앤그로스, 시프트업, 실리콘웍스, 써티웨어, 씽크브릿지, 아라남홀딩스, 아세아
시멘트, 아이케이, 아이파트너즈, 아진엑스텍, 아토이, 액토즈소프트, 어반베이스,
에릭 양 에이전시, 에스제이인터내셔날, 에스제이엠, 에이알택, 에이엑스컨설팅
그룹, 에이엠 텔레콤, 에이치에스엠, 에이티에스파이론, 에이프로비즈, 에이
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엔큐에이인증원, 엔투비, 엠티콤, 영일프레시전,
영케미칼, 예지 리플렉스, 옐로디지털마케팅, 오리온테크놀리지, 엘팩토리,
올라웍스, 올림픽 플랜테이션, 우리이티아이, 유더블유에스, 유비벨록스,
이네스트에이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이안동물의학센터, 이화트론, 인스
케이프, 인큐브시스템, 일도코리아, 잉크테크, 자나라인, 장수, 제노솔루션,
제너럴바이오, 제이트로닉스, 조이테크, 주시브로스, 지니네트웍스, 지 머니
트랜스, 지비엘물산, 지엔텍홀딩스, 지투지바이오, 지피트리, 진성시스템즈,
진우산전, 코나아이, 코리아써키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태상물산, 테라

릭스,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파리크라상, 파운트에이아이, 파크시스템스, 퍼플프렌즈,
펀플웍스, 피나클테크, 피에스텍, 피에프아이엔 컨설팅, 피플웍스, 칸, 코리아텔넷, 코맥스,
쿠팡, 하이파킹, 한올바이오파마, 해피랜드F&C, 협화, 홍은씨앤디, Apro Biz, BSG Partners,
BG이노베이션, FIHTK, Five Elements Partners, GMS, HK네트웍스, iPro, Namu Corp., KC
TNS, KG이니시스, MDS테크놀로지, IHL, JS코퍼레이션, Saly Limon, SCOR, SJ Network
Inc., TE Resource. USA, V브이성형외과
외국계기업  노보노디스크제약, 니끼소펌프스코리아, 듀폰코리아, 댄포스코리아, 디아지오
코리아, 라보라토리신파, 라이나생명, 랄프로렌코리아, 록시, 루브리졸코리아, 머크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스, 모토로라코리아, 미쉐린코리아, 밀레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산에이
인터내셔날코리아, 서비스플랜코리아, 슈나이더일렉트릭,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아데코
코리아, 아코르호텔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에이샵, 제이에스알 마이크로코리아, 케어링
아이웨어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하크코리아, 한국닛산,
한국루슨트테크놀로지스, 한국룬드백, 한국마즈, 한국먼디파마, 한국멘토그래픽스, 한국
미쓰이물산, 한국애브비, 한국오라클, 한국후지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 3M, 해즈브로코리아,
Adobe Systems, Accenture, Amazon Web Service, AMD코리아, American Standard
Korea, Archigen Biotech, BDA파트너스, CIMB증권, Credit Suisse증권, Dell EMC, Dell
International, EA Korea, Facebook Korea, GE Healthcare, HBFuller, IBM Korea, IMERYS
Asia Pacific, JP Morgan Chase Bank, Kodak, Mahle Korea, Maxim Integrated Products,

MicroVention, Motorola Mobility LLC., MTV네트웍스코리아, Nokia, SBCK, The Boeing
Company, The Dow Chemical Company, Transamerica Life, TStone Corp., Visa Korea,
XG Sciences Inc.
금융권기업  경일감정평가법인, 농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바름회계법인, 산은금융지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스잔인베스트먼트코리아, 외환선물,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한스프라임자산운용, 현대선물,
현대저축은행, 현대증권, 현대카드, A+에셋, EY 한영회계법인, IBK기업은행, KB금융지주,
KB증권
공공기관 및 기타  국세청,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회, 금융위원회, 기업주치의협력재단, 대원
세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더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화인,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서울특별시, 세무그룹 리앤, 양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중앙일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인삼공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중부발전, JTBC, K-water

FACULTY

동문/재학생 인터뷰
심의경  2004학번│삼성SDI 부사장

최원석 2015학번│V성형외과 원장, ㈜브이디자인웍스 대표이사

SUPEX경영관을 밤늦도록 밝히는 젊은 동급생들과의 어울림은

진료의 주체이자 동시에 경영자가 되어야하는 의료인으로서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최신 경영이론과 사례 및 산업

KAIST EMBA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KAIST

전반을 넘나드는 열정적인 강의는 물론, 수많은 미래 경영자를

EMBA 교수님들과 동기들에게서 밤늦도록 토론을 거듭하면서

한꺼번에 얻어 KAIST EMBA가 제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을

찾아낸 혜안은 중국 법인을 비롯, 글로벌 병원경영으로의 지평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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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주었고, 경영의 美까지 겸비한 의사로 다시 태어나는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중반에서 가장 잘 한 일을 하나 꼽으
라고 하면 단연코 KAIST EMBA의 선택입니다.

강금석

강태수

곽병진

김보원

Electronic Commerce Management
and Technology
Purdue Univ., Ph.D. (’11)

Macroeconomic Analysis
Univ. of Missouri at Columbia, Ph.D. (’93)

Account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Purdue Univ., Ph.D. (’04)

Operations Management & SCM
Harvard Univ., Ph.D. (’95)

허용수 2005학번│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손현호 2016학번│페이스북코리아(유) 전무

역동적인 21세기는 빠른 변화를 읽고 그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지는 진리를 페이스북이

김영배

박상찬

박성혁

백용욱

가장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교수진, 차별화된

알려주고 있다면, 세상 속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됨으로써 얼마나

프로그램, 학교의 전폭적인 후원은 2년이란 시간의 투자가치를

더 큰 시너지가 발생되는지는 KAIST EMBA에서 만난 동기와

Leadership & Organizational Management
KAIST, Ph.D. (’86)

IT Management
KAIST, Ph.D. (’11)

더욱 높여주었고, 변화·혁신이 요구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통찰

선후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가 보지 않을 수 없었던

Organization Design and Strategy
Implementation
Cornell Univ., Ph.D. (’08)

Strategic Management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h.D. (’09)

오동철

윤여선

조대곤

진병채

Mergers and Acquisitions
Washington Univ. in St. Louis, Ph.D. (’11)

Marketing
Univ. of Michigan, Ph.D. (’03)

Management Statistical Analysis
Carnegie Mellon Univ., Ph.D. (’13)

Innovation Management
and the Entrepreneurial Manager
Univ. of Maryland, Ph.D. (’11)

평생교육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나무에

최현수

황성하

앉은 새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날개를 믿도록 이끌어 준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 Ph.D. (’12)

Managerial Economics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Ph.D (’09)

력과 직관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 KAIST EMBA는 기업의 경영을 넘어 인생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문들과 함께 한 편의
소나타를 멋지게 쓰고 싶습니다.

박승국 2006학번│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대학에서 시작해서 석박사 과정, 그리고 제약기업 연구소에서 팀장
으로 시작해서 연구소장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이과생의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KAIST EMBA는 제 부족했던 점을 일깨워주며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뜨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KAIST EMBA
경험을 통해 저는 연구자에서 연구경영자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오 업계에서 큰 뉴스가 되었던 신약 라이선스아웃의 성과로

박현규  2019학번│㈜하이파킹 대표이사, ㈜휴맥스모빌리티 부대표
초보 CEO로서 하루 수십 건의 의사결정은 가혹한 부담이었습
니다. 하지만, KAIST EMBA에서의 2년은 저의 의사결정에 확신
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KAIST에서의 배움은 졸업 후에도 동문

최고의 KAIST EMBA를 모든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KAIST EMBA에 감사합니다.

최병수 2020학번│유안타인베스트먼트㈜ 전무
윤재춘  2007학번│㈜대웅 대표이사 사장
가슴이 뛰게 하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 KAIST EMBA는 저에게
언제나 설렘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동기, 동문들과 함께하면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Insight Lecture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회사경영과
가정생활에도 큰 영감을 주었고, 언제든 새로운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동문평생교육제도는 든든한 자양분
입니다.

KAIST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최신 이론과 케이스들을 배우고
다음날 바로 실무에 적용하여 현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
습니다. 리더십과 조직설계 수업 등을 통해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안목을 갖출 수 있었고, AI 프로젝트 수업 등 KAIST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은 지식의 경계를 넓혀 주었습니다. KAIST EMBA
과정은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STUDENT PROFILE 2004 - 2022
2%

업종

16%

14%

7%

54%

7%
■ IT/서비스

이지선 2021학번│서울재활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 병원장
박경희 2009학번│한국오라클 부사장

새로운 배움을 통해 제가 속한 재활의료 영역을 발전시키고 싶어

걱정 많던 저를 한 달 만에 싹 변신시켜, 모든 학교생활에 ‘부드러우

EMBA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교수

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이 KAIST EMBA였고,

님 감사합니다!” 수업이 마칠 때 외치는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미래

교수님들, 동기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변화를 주도해 가는 KAIST에서의 수업은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공부하는 즐거움, 인생 하프타임 이후의 좋은

경력
(평균 15년)

54%

■ 금융/회계

■ 기타

■ 생산/제조

■ 유통/서비스

30%

■ 정부/공공기관

13%
■ 10~15년 미만

■ 15~20년 미만

3%

■ 20~25년 미만

■ 25년 이상

1%

연령
(평균 42세)

40%

37%

17%
■ 35세 미만

■ 35세~40세

■ 41세~45세

5%
■ 46세~50세

■ 51세 이상

벗이 될 동기들과의 사귐이 있는 곳! 해결과제들이 산재한 사회
에서 KAIST 동문들의 순수한 연대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갈 변화들을

1%

직급

11%

24%

31%

23%

꿈꾸게 하는 곳입니다.

강상호 2011학번│듀폰 반도체사업부 글로벌 총괄사장

이준기  2022학번│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장 / 파트너

많은 학교들이 EMBA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M&A변호사로서, 로펌의 경영자로서 머리를 들어 세상의 변화를

한 과정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졸업 후 지속적인
무료 동문 평생교육을 통해 최신 트렌드의 경영학을 업데이트

■ 과장

학력

10%
■ 차장

74%

■ 부장

■ 임원

20%

여실히 보고자 KAIST EMBA과정을 택하였고 큰 배움과 깨달음을

1% 1%

얻고 있습니다. 과정을 마칠 즈음에는 이전의 저와 분명히 다를 것

한 덕에, 감사하게도 사장으로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KAIST

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

가족”으로 살아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든든한 동기들이 함께하는

5%

14%

39%
■ IT

■ R&D

5%
■ 경영기획/관리

■ 교육

■ 구매관리

■ 기타

■ 생산

■ 전문직

6%
■ 학사

직무

■ CEO

■ 석사

1%

■ 박사

1%

19%
■ 영업/판매/마케팅

4%
■ 인사조직

10%

■ 재무/회계

■ 컨설팅

KAIST EMBA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의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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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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