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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AIST
GLP?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Executive Education Ranking 2020 Open Program Asia Top 1, Worldwide 24
KAIST 경영대학, FT선정 경영자과정 랭킹 아시아 1위·세계 24위

KAIST 경영대학은 1996년 개원 이래 우리나라의 경영교육과 학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일류 경영대학의 비전을 표방하며
국내 최초 미국식 전일제 MBA를 도입하여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AIST 글로벌리더과정(Global Leader Program, GLP)은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대응하여
한국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KAIST와 UC Irvine에서 공동 개설한
국내 최고의 공공기관 맞춤형 글로벌리더십 교육과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리더과정은 전략경영, 마케팅전략, 경영경제,
국제경영을 비롯하여 견문과 시야를 넓히는 최고의 콘텐츠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UCI)에서 가을학기를 수강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범사례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수능력을 가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진과 UCI 교수진의 경영이론 강의를 통해 경영학 분야의 핵심 콘텐츠 습득을
도우며 글로벌 이슈와 세계변화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공공부문 글로벌리더를 배양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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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인정한 아시아 최고의 경영자과정 교육기관인 KAIST와 뛰어난 수학환경을
자랑하는 UC Irvine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글로벌리더과정은 글로벌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 개발해야 하는 공기업의 전략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공공혁신, 글로벌리더십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을 위해 국내 교육과정으로는 원어민 교수의 영어강의가 마련되어
있고, 미국 연수과정에서는 토론과 발표를 수반하는 경영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며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합니다.

기관방문 및 국내외 필드트립에서 얻는 인사이트
동기 기관 방문을 통해 타기관의 시스템 및 현장을 경험하며 현업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협업 기회를 포착하며, 유사점·차이점 분석을 통해 소속기관의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불어, 현지기관 방문 및 문화체험으로 구성된 해외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글로벌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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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LP?
교육
목적

교육
일정

수료
조건

•공공분야의 글로벌리더십 함양

•교육기간 2022. 2. 17(목) ~ 2023. 1. 6(금)

•4.3(A+) 만점에 3.0(B0) 이상 획득

•공공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국내교육 2022. 2. 17(목) ~ 5. 13(금)

•출석률 80% 이상

•해외교육 2022. 6월 ~ 12월

•연구보고서 제출

•강의시간 매주 월 ~ 목 10:00~16:00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 부여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Academic Calendar

오리엔테이션

해외워크숍

봄학기II

2022. 2월

3월 말

4~5월

가을학기
(경영교육)
9~12월
해외교육

입학식

봄학기I

국내워크숍

2월

2~3월

5월

여름학기
(ESL)
6~8월
해외교육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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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2023. 1월

Curriculum
Global
Leadership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개념과 중요성,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등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의사결정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조직디자인과 리더십 Organization Design and Leadership
성공적인 조직관리와 혁신을 위해 설계자형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안목을 여러 방식을 통해 배양합니다.

공기업 경영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공기업의 주요 경영 이슈인 경영 성과, 실적 평가, 윤리 경영 및 혁신 경영 등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합니다.

International
Business

공공혁신 Public Innovation
대감속의 시대에 지역별 위기 요인과 글로벌 주요 리스크를 살펴보며 공공기관 혁신방법을 탐구합니다.

경영경제 Managerial Economics
기업이 경쟁하는 공간인 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각 시장구조에서의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국제 통상 및 금융에 관한 국제적 제도와 규범, 해외사업과 글로벌 경영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는 국제적 관리자로 성장합니다.

글로벌리더십과 협상 Global Leadership and Negotiation
다양한 경영환경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학습하여 혁신적인 리더십을 고찰하고, 실습을 통해 조직 내외부와의 협상능력을
제고합니다.

Business in the World Today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학습합니다.

Strategic
Management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마케팅의 주요 의사결정문제를 이해하고 사례분석과 토론을 통해 마케팅 전략 및 의사결정 감각을 익힙니다.

경영전략 Strategic Management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는 통찰력을 함양합니다.

IT 전략 IT Strategy
IT 기반 성장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IT 기반으로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파괴해가는 미래 지향적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양합니다.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재무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론과 실무지식을 익히고 기업인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경영 문제를 기업재무적 측면을
통해 응용하는 학습 능력을 탐구합니다.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사례와 성공적 도입 및 확대 방안에 대해 학습합니다.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관련한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학습합니다.

Business
English

비즈니스 영어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다양한 자료에 대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회화·청해·독해·작문 등 전방면에서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춥니다.

고급 비즈니스 영어 Advanced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및 에티켓 학습과 함께 비즈니스에 특화된 콘텐츠로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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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권오규

이창양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

Ph.D., Chung Ang Univ.

Ph.D., Harvard University

한국경제와 금융

Innovation Economics, Economic Policy

김병천

이희석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

Ph.D., Iowa State Univ.

Ph.D., Univ. of Arizona

통계자료분석, 데이터마이닝

Strategy, IT

박광우

Thomas Eppel

KAIST 경영대학

UC Irvine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금융

박상찬

William Hernandez

KAIST 경영대학

UC Irvine

Ph.D., Cornell University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조직 및 전략

백용욱

강영식

KAIST 경영대학

명지대학교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Ph.D. KAIST 경영대학

조직 및 전략

윤여선

강영철

KAIST 경영대학

한양대학교

Ph.D., Univ. of Michigan

Ph.D. Univ. of Pittsburgh

마케팅, 브랜드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지환

신덕순

KAIST 경영대학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Ph.D., London Business School

MBA KAIST 경영대학

전략 및 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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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지원자격

•공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중견간부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모집인원

•30명 내외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2. 2. 4(금)까지
•접수: 온라인 접수(https://kcbexe.kaist.ac.kr/)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교부)
•재직증명서 1부
•교육파견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전형료 5만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발표: 2022. 2. 7(월), 개별안내
•등록: 2022. 2. 7(월) ~ 2. 16(수)

문의처

Global Leader Program Office
•Tel. 02-958-3301
•E-mail. kaistglp@kaist.ac.kr
•Website. www.business.kaist.ac.kr/executive/glp

주요 파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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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과정
Global Leader Program
0245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한국과학기술원
Tel 02-958-3301 Fax 02-958-3980
www.business.kaist.ac.kr/executive/g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