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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IP Litigation 



5 

1 

2 

3 

4 

목   차 



KAIST–MIP 소개  

01  Mission & Vision Statement 

02  교과과정 개요 및 특징 

03  KAIST-MIP 교수진 

04  납입금 및 장학금 

05  KAIST-MIP Curriculum 

3 

Mission 

Curriculum Vision 

Professor 

Scholarship 

Difference 
Academics 

1 



4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과 

문화기술대학원 

기술경영학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KAIST–MIP 소개  1 



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IST–MIP 소개  1 



6 

KAIST – MIP 소개  

Mission  Statement  

Vision  Statement  

1 



7 

KAIST – MIP 소개  

이수 요건표  

▮ 학위수여 요건 :  
o 논문석사 : 논문심사 통과 후, 학회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o 교과석사 : 프로젝트 심사 통과 후 보고서 제출 
o 공인영어성적 제출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 성적 제출 

구분 
공 통 전 공 

계 연구  총취득 학점 비 고 
필수 기초공학필수 전공필수 선택 

논문석사 3 및 1AU 7.5 6 10.5 27 6 33 

교과석사 3 및 1AU 7.5 6 19.5 36 3 39 

KAIST MIP 과정 개요 

1 

과정 수업 연한 학기 이수학점 졸업요건 학위 

석사 주말과정 2년 연 3학기 
논문석사 33학점 이상 

 - 학점이수 
 - 논문 공학석사(MS)/경영학석사(MA) 

*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받음. 
교과석사 39학점 이상 

 - 학점이수 
 -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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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 MIP 소개 1 KAIST – MIP 소개 1 

박승빈 
이용훈 
정     용 
최명철  
정기훈 
오준호 
이상엽 
조동호 

글로벌 지재권 실무경력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 

공  학  

박성필 
김정중 
이은경 
김택성 
박기준 
한상욱 
박성준 

  

I P  법 ,  실 무 ,  경 영  

이광형 
정     윤 
정재승 
양재석 
서용석 
안광원 
이상윤 
김원준 
박병원 

James Dator 

미 래 학  

정승복 
최동진 
강태훈 
성정현 
김동석 

      김희태 
      이원재 
        
       

김광준 
권영모 
연충규 
심재훈 
조원희 
이민화 
이경상 

  
  

교수진 



KAIST – MIP 소개  

9 

교육비(A) 장학금(B) 납부액(A-B) 비  고 

9,000 4,500  4,500 교육비의 50% 감면 장학금 

(단위 : 천원) 

납입금  및  장학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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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소개 2 

Subject No. Subject Name Credit Professor Classification 

GFS503   바이오기술전략 1.5 정   용 공학필수 

MIP605   미래학과 미래예측 1.0 이광형 전공필수 

MIP639   글로벌 디자인 보호법 1.0 연충규 전공필수 

MIP708   지식재산 실무콜로키움 1.0 한상욱 선택 

MIP717   금융공학 1.0 김동석 선택 

MIP801   특강 : 빅데이터 1.0 이원재 선택 

MIP801   특강 : 토론과 협상 1.0 이경상 선택 

MIP802   GPP (Global Practitioner Program) 0.5 김정중 선택 

                    학점 소계    :    8.0 학점     

2019 가을학기 개설 교과목 

 GFS000의 경우 : 문술미래전략대학원(개설학과)으로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것  
 GPP : 2019년 가을학기 또는, 2020년 가을학기 참여 가능 (학교 지원금  75만원/1인) 

 



교과과정 소개 2 

11 

Curriculum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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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논문 

박사과정 
진학 

실무경험의 
 학문적 
체계화 

전문서적  
출판 

경력개발 

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 , , ,



 이수학점: 33 
 연구학점: 6 
 논문작성 
 학회발표 or 학술지 게재 
 논문심사 통과 

 이수학점: 39 
 연구학점: 3  
 IP 프로젝트 작성 
 프로젝트 심사 통과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논문석사 교과석사 

창 의 성 실 용 성  

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14 



과 정 
교 과 학 점  

연구학점 계 
공통필수 기초공학필수 전공필수 선택 

논문석사 3 및 1AU 7.5 6 10.5 이상  6  33 이상 

교과석사 3 및 1AU 7.5 6 19.5 이상  3 39 이상 

교과목 이수요건 

: 졸업 전까지 아래 가이드 라인 이상의 공인 성적 제출 (기관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iBT 

 TOEFL  
PBT 

TOEFL 
CBT 

TOEFL TOEIC TEPS IELTS 

 2019년 입학생 80 549 220 720 599 6.5 

- 영어로 개설된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면제함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함. 

영어졸업요건 

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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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제출 면제 요건 



졸업요건 

수여학위 

ASADAL INTERNET, INC.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수강신청 
(연구학점) 

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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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소개 (논문작성 프로세스)  2 

지도교수  
선정 

(2020. 2월 중) 

논문계획서  
입력 

(졸업관리시스템, 
2020. 6월 중) 

학술대회 
발표 

(IP관련 학회, 
법/경영/공학 
관련 학회) 

논문심사 
(2021년 6월 초) 

논문제출 
(2021. 7월 초 

논문석사 

학업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 응용사례, 연구방법 등에서 새로운 사실 또는 
가치가 있어야 함 (돈을 내고 구입하여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가치).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도서관에 비치. 50 페이지 내외 작성 권장.  

지도교수  
선정 

(2020. 2월 중) 

개별 연구 
(2021 봄학기   
수강신청)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2021. 7월 초) 

교과석사 
프로젝트 심사 

(2021년 6월 초) 

학업 내용을 현장에 적용한 응용 사례, 생각하는 방법 등을 정리하여 보
고서로 제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
어야 함. 보고서를 학과 사무실에 비치. 40 페이지 내외 작성 권장. 

교과석사 이수신청 

전산입력 
(2020. 9월 중) 

논문연구 I, II 
(2021년 봄학기 

수강신청) 

2021년  8월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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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운영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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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운영 안내    

학사 규정 

출석으로 인정 

ASADAL INTERNET, INC.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출석 불인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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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운영 안내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 납부액의 전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2 
(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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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포털 로그인  
(http://portal.kaist.ac.kr)  
→ 학사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신청 

학과 운영 안내    3 

http://porta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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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련 사이트  안내 

학과 운영 안내    

학사정보 

개설교과목 조회 

3 

http://ip.kaist.ac.kr/
http://porta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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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2019 가을학기) 4 



수강신청 안내  

24 

상기 화면의 좌측메뉴에서 ‘수업/수강 – 수강신청/변경/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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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만일 상기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설학과’ 메뉴에서 ‘지식재산
대학원프로그램’을 선택하신 뒤,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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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수강 신청하신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화면에서 듣고자 하시는 과목에 대해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신청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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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4 



입학식 행사  

주요 행사 5 



Homecoming Day & 체육행사  

주요 행사 5 



학위 수여식 행사 송년 학술제 & 홈커밍데이 

주요 행사 5 



첨단공학 워크샵 수업 (대전 창의학습관) 

도곡 캠퍼스 수업장면   

온라인 전기자동차 현장체험 

수업 장면 

주요 행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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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 (2013~2016) 

주요 행사 5 



첨단공학 워크샵 수업 (대전 창의학습관) 

도곡 캠퍼스 수업장면   

온라인  전기자동차 현장 체험 

주요 행사 

33 

수업 장면 

5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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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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