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입시 설명회
1차 : 2020. 9. 12(토) PM 7:00 
2차 : 2020. 9. 26(토) PM 7:00 



2 

목     차 

01  Mission & Vision Statement 
02  교과과정 개요 및 특징 
02  KAIST-MIP Curriculum 
03  국제화 프로그램  소개 
04  교육비 및 장학금 
05  KAIST-MIP Admission 



3 

         KAIST 의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실용적인 교육과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분야를 선도 
하는 KAIST는 QS 2020 세계대학 16위(국내 1위), 2020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1위, 2018 

아시아 최고혁신대학 1위(로이터 선정),‘2017 아시아-태평양 대학순위’국내 1위(아시아-태평 

양 지역 13위), 최고혁신대학 세계 6위 로 세계 초일류를 향해 나아가는 KAIST의 새로운 자부 
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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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MIP 교육 목표 

교육 방향 

        KAIST-MIP 의 교육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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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Statement 1 

Mission  Statement  

Vis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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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요 및 특징 2 

▮ 학위수여 요건 :  
o 논문석사 : 논문심사 통과 후, 학회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o 교과석사 : 프로젝트 심사 통과 후 보고서 제출 
o 영어성적 졸업요건 : TOEFL IBT 기준 83점, TOEIC 720점 이상 

구분 
공 통 전 공 

계 연구  총 취득학점 비 고 
필수 전필(기초공학)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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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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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학석사(MS) : Master of Science in Future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o 경영학 석사(MA) : Master of Arts in Future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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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 3학기 33/39학점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 

현장중시 해외연수 
(옵션) 

논문/ 
프로젝트 

교과과정 개요 및 특징 2 

수강 계획 
•논문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석사 과정과  
  과목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석사 과정  
  선택 가능 
 
•1학년 봄·여름·가을, 2학년 봄·여름·가을 총 6
학기 강의 
 
•글로벌 현장을 중시 

교과운영 계획 

 공학필수를 통한 공통 역량 확보와 전공 필수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 전공 선택을 통한 특화 역
량 심화를 추구 
 

 공학필수와 글로벌 지식재산권, 미래학  교과목
을 필수로 수강 
 

 3개 카테고리(IP Prosecution, IP Litigation, IP 
Management) 과목 중에서 선택 수강 

수강 계획 

 논문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석사 과정과 과목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석사 과정 선택 가능 
 

 1학년 봄·여름·가을,  2학년 봄·여름·가을  
     총 6학기 강의            

 
 글로벌 현장을 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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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요 및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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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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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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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rosecution IP management IP Litigation 

공학기반 교육 

공학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Curricul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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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3 

글로벌 지재권 실무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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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프로그램   4 

- . 

 

-
-  

 

  

: 노스웨스턴 Law School 과 KAIST MIP (지식재산대학원) 복수학위과정 ( Dual Degre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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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프로그램   4 

기업체 법무 및 지식재산권 담당자, 관련 법조인에게  적합한 국제계약, 국제통상,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구성  
 
국내수업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저녁과 주말 강의 로 진행  
 
해외수업은 미국법원 참관과 시카고 소재 법률회사, 미국변호사협회 방문 등 시카고 본교에서  
2주간 2과목을 연 1회씩 총 2회 수강 (2 Weeks × 2 Subjects × 2 Chicago Programs)  

Nlaw LLM + KAIST MIP Dual Degree Program 의 특징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한국, 미국 정부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기간은 비대면 강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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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장학금 5 

교육비(A) 장학금(B) 납부액(A-B) 비  고 

9,000 4,500  4,500 교육비의 50% 감면 장학금 

(단위 : 천원) 

입학생 전원  50%  장학금 지급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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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MIP Admission 6 

2020 학년도(가을 입학) 전형 방법 및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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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MIP Admission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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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KAIST-MIP Admission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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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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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oming Day & 체육행사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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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 (2016~2018)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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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식재산대상식 (2016. 12. 3) 미래전략 심포지엄(세계특허허브)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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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위 수여식 행사 

주요 행사 

송년 학술제 & 홈커밍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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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첨단공학 워크샵 수업 (대전 창의학습관) 

도곡 캠퍼스 수업장면   

온라인  전기자동차 현장 체험 

수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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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봄학기 입학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모집 안내 

* 원서접수  : 2020. 10. 7(수) ~ 10.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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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모집 안내 

 (법학, 경영, 공학, 언론 분야 관련 종사자 우대) 

 모집분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 과학저널리즘, 미래전략) 
 
 학생구분    전일제(KAIST 장학생) 또는  시간제(일반 장학생) 
 
 전형일정    1차 전형 : 서류심사,  2차 전형 : 면접 
 
 모집정원    0명 
 
 지원자격   국.내 외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영어성적   박사학위 과정 지원자에 한하여 TOEIC 기준 720점 이상인 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하나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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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학점  : 총 60학점 이상 이수 

공통필수 : 3학점 이상 이수 < 리더십&커뮤니케이션 I, 리더십&커뮤니케이션 II > 

전공필수 : 총 15학점 이상 이수  

   - 공학과목(7.5) : 정보기술 전략, 환경기술 전략, 바이오기술 전략, 나노기술 전략, 융합기술 전략  
   - 방법론(7.5)    : 미래예측 방법론, 계량적 연구방법론,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선택  : 총 12학점 이상 이수 
< 글로벌 지식재산권법 개론, 글로벌 특허법, 글로벌 저작권법>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  

 

 연구 : 총 30학점 이상 이수 

교과과정 이수요건 

박사과정 모집 안내 

* 기타  자세한 모집 요강은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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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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