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MS/Ph.D

진학목표 Academic Path

과정명 경영공학부 석·박사 KAIST MBA Impact MBA Executive MBA Professional MBA 정보경영프로그램 금융MBA 금융공학프로그램 디지털금융MBA

분야

7개 분야:

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기술/조직/전략, 회계, IT경영

(7개 연구분야 중 필수 택일

외에 녹색금융을 추가 선택할

수 있음)

General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Venture

Social Entrepreneurship
/ Green Growth

General Management General Management IT Management

특징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석/박사 과정

미래 경영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전

문 경영인과 기업가 양성

소셜벤처, 녹색성장 분야

전문 경영자 및 창업가 양성

임원급 및 중견관리자 대상

22개월 주말 정규 MBA 과정

경력강화 목적의 재직자를 위한

2.5/3년 야간 과정

IT경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야간 과정

투자금융, 자산운용,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인재 양성

금융공학, Quant (계량적 자산운

용)에 특화된 인재 양성

디지털금융 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

한 2년 야간/주말 MBA 과정

교육대상
2년 이상

경력자 선호

소셜벤처 또는 녹색성장 분야

창업 예정자 또는 기 창업자

현 재직자(필수),

10년 이상 경력자 선호

현 재직자(필수),

5년 이상 경력자 선호

현 재직자(필수),

5년 이상 경력자 선호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재직 중

인자, 핀테크 창업 및 취업 희망자

수업구분 Full-time Full-time Full-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Full-time Full-time Part-time

수업시간 주간 주간 주간 주말(금~토) 주중(화/목) 2회 야간 주중 (수) 1회 야간, 토 주간 주간 주중(화/목) 야간 2회, 토

수업기간 2년/5년 2년 (1.5년 가능) 2년 2년 2.5/3년 2년 2년 (1.5년 가능) 2년 2년

수여학위 MS/Ph.D MBA MBA MBA MBA Master MBA Master MBA

이수학점 45/66학점 48학점 48학점 48학점 48학점 39학점 54학점 54학점 42학점

논문 및

프로젝트
논문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논문 교과/논문 논문 교과

글로벌교육

(필수)
여름학기 2주

해외연수

여름학기 1주

해외연수

2학년 1학기

해외연수

1학기

해외연수

여름학기 1주

해외연수
글로벌교육

(선택)
여름학기 1-2주

해외연수

여름학기 1주

해외연수 (변경가능)

여름학기 1주

해외연수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

모집시기 2022. 7 (예정) 2022. 10 2022. 10 2022. 10 2022. 10  2023. 4 (예정) 2022. 10 2022. 10 2022. 10

개강시기 매년 3월 2023. 03 2023. 03 2023. 02 2023. 03 2023. 09 2023. 03 2023. 03 2023. 03

과정문의 02-958-3603~4 02-958-3642, 3661 02-958-3304, 3407 02-958-3402~3 02-958-3302~3 02-958-3641 02-958-3121 02-958-3124 02-6274-6188, 6186

KAIST 경영대학 교육과정 소개

MBA/Master

Practical Path

Finance

https://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20106
https://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41001
https://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41101
https://www.business.kaist.ac.kr/emba/e-brochure/
https://www.business.kaist.ac.kr/pmba/e-brochure/
https://www.business.kaist.ac.kr/imms/e-brochure/
https://www.business.kaist.ac.kr/fmba/e-brochure/
https://www.business.kaist.ac.kr/mfe/e-brochure/
https://www.business.kaist.ac.kr/DFMBA/e-brochure/

	과정소개_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