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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 MIP 소개  

이수 요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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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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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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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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한상욱 
박성준 

  

I P  법 ,  실 무 ,  경 영  

이광형 
정     윤 
정재승 
양재석 
서용석 
이상윤 
김원준 
박병원 
최윤정 

James Dator 

미 래 학  

정승복 
최동진 
강태훈 
성정현 
김동석 

      김희태 
      이원재 
        
       

김광준 
권영모 
연충규 
심재훈 
조원희 
박기준 
이경상 

  
  

교수진 



KAIST – MI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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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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S501   정보기술전략 1.5 이용훈 공학필수 

MIP636   글로벌 지식재산권법 개론 1.5 박성필 전공필수 

MIP637   글로벌 특허법 1.5 이은경 전공필수 

MIP602   미래전략 1.5 서용석 전공필수 

MIP701   국제특허출원실무 1.0 정승복 전공선택 

MIP720   영어구술작문(English Speech & Writing) 1.0 김광준 전공선택 

MIP631   지식재산개론 1.5 박성필 전공선택 

MIP803   특강 : 국가미래전략 1.5 이광형, 최윤정 전공선택 

 GFS601   리더쉽 & 커뮤니케이션 I (1.5) 이광형 전공선택  

                    학점 소계    :    11 학점     

2020 봄학기 개설 교과목 

 GFS501의 경우 : 문술미래전략대학원(개설학과)으로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것  
리더쉽&Communicaton I : 여름학기에 수강신청 (봄학기 4회,  여름학기 3회) 



교과과정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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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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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우수한 
논문 

박사과정 
진학 

실무경험의 
 학문적 
체계화 

전문서적  
출판 

경력개발 

논문/프로젝트의 필요성 



교과과정 소개 (논문석사 vs 교과석사)   2 

14 

 새로운 생각이 포함된 연구논문 
 자신만의 독창성이 필요함 
 다른 사람이 읽고 도움이 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논문 심사 전에 학술대회에 내용을 발표함) 
 (표준 양식에 의거 집필, 학교 도서관에 보

관, 공공기관 기록, 후속 연구자가 참고 인
용 가능) 

논문석사 교과석사 

  자신의 유용한 경험이나 사실들을 정리 
  창의성은 적어도 가능 
  다른 사람이 읽고 싶어 할 정도의 가치 있
어야 함 

  작성의 기본 절차 방법 등은 논문과 동일 
  (학교 표준 양식 참고하여 집필, 학과 보
관, 다른 연구자의 참고 어려움, 공개되지 
않는 자료와 비슷한 관리) 

창의성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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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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입학생 83 560 220 720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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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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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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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봄학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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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4 

수강신청 절차 

상기 ID/Password 입력 창에서 Portal 
계정의 ID 및 Password를 입력하시기 
바 랍 니 다 .  I D 가  없 으 신  분 은 
https://iam.kaist.ac.kr/로 접속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kaipa.kaist.ac.kr/


수강신청 안내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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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수강신청 안내  4 



입학식 행사  

주요 행사 5 

28 



Homecoming Day & 체육행사  

주요 행사 5 

29 



학위 수여식 행사 송년 학술제 & 홈커밍데이 

주요 행사 5 

30 



첨단공학 워크샵 수업 (대전 창의학습관) 

도곡 캠퍼스 수업장면   

온라인 전기자동차 현장체험 

수업 장면 

주요 행사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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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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34 

지식재산대학원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5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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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Curriculum Vision 

Professor 

Scholarship 

Difference 
Academic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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