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변화관리과정
차세대 CEO 양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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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혁신·변화관리과정
41기 │ 2022. 3. 16 ~ 6. 29
42기 │ 2022. 9. 14 ~ 12. 14

미국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2003년 획득

세계 경영 교육 연합
2013년 획득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년 창설

경영대학입학위원회
2010년 가입

AIC
KAIST

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Change Management

IS(정보시스템) 연구분야
세계 13위 (2006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2008년 가입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ASIA TOP 1, WORLDWIDE 24
Executive Education Rankings 2020 Open Program

Alumni Testimonials
현장 경험을 뇌세포에 각인시키는 시간
스타트업으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에는 틀에 박힌 이론보다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과
이론의 균형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내다보며, 내가 속해
있는 팀과 조직, 더 나아가 고객과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이번 KAIST AIC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경영 이론과 Case Study를 기반으로 나와 조직이 겪고 있는 문제에 끊임없이 대입해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접근방식과 해결책
김성진 AIC 41기
카카오스타일 팀장

을 찾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Web3.0(Protocol Economy)을 주도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동시에 윤리적 고찰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동적인 과정
입니다. KAIST AIC는 당신이 전인격적이고 통찰력있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꽃이야
2022년 1월, 어느 순진한 Engineer에게 주어진 미션은 “17여년의 제조업 현장을 떠나 새로운 Business를 발굴과 전략을 수립” 이였습니다. 익
숙한 얼굴과 업무를 떠나 새로운 Business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가 하는 업무방식이 맞는지”, “열심히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올인하
고 있던 찰나 회사의 추천으로 AIC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KAIST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통해 우리
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성
공 DNA나 노하우를 계속 우려먹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감지되는 조그만 변화에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닌 우

Why KAIST
AIC?

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배울것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변화를 다른 시각으로 고찰하고 원

이승욱 AIC 41기
세아창원특수강 부장

리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교육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각자
의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려 띄운 싹이 밟히거나 꺽이지 않고 성장해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확신과 혜안
회사에서 스마트공항 추진 업무를 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을 어떻게 공항 운영에 접목해야 하고, 현재의 기술 성숙도는
어떤 수준인지, 운영에 활용이 가능한지 늘 고민했는데 이에 대한 혜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기술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기술 적용에 버블이 있지만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리드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강의
를 통해 이런 기술들이 세상을 이끌 원동력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배우면서, 공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에 확신이 생겼
박장근 AIC 40기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동기분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수료 후 동문들과의 만남
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변화혁신에 관한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유쾌한 시간!
변화 그리고 혁신(革新), 주변에서 난무하는 이러한 말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혹은 무심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KAIST AIC과정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개설한 기업의 핵심 중간관리자를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디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니 그 차제에 고통스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 관리자의 길을 걷다 보니 점점 변화가 가져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CEO 양성 교육과정입니다. 2001년에 1기로 시작

다 주는 장점조차 잊어가고 있던 중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찾은 것이 KAIST AIC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보기

하여 현재까지 1,500여 명의 다양한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거쳐갔고,

술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 경제사회체계에 대응하는 마음가짐(Mindset), 과거의 경영실패에서 얻는 통찰력(Insights),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협상의 기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체제유지에 강한 관리자(Manager)에서 비전과 창의적 전략을 구사하는 리더(Leader)로 진화하는 유

그 중 200여 명의 임원과 80여 명의 CEO가 배출되었습니다.

쾌한 과정이 KIAST AIC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동기들은 여러분의 Network Capital이자 혁신리더십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부응과 차세대 리더에게 필요한 혁신과 변화

촉진자(Facilitator) 입니다. 고통스런 혁신이 아닌 즐거운 변화혁신을 탐색하시는 분들은 KAIST AIC 가족이 되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준교 AIC 37기
금융감독원 팀장

관리 능력 배양을 핵심으로 한 AIC과정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지금
혁신과 변화에 맞춰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AI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익숙해진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
서 그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 회사에서 추천하는 KAIST AIC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례
로 볼 때 살아남은 조직은 크거나 혹은 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조직이었습니다. KAIST AIC 과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서 어떤 자세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혁신에 대한 방향을 높고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게 해 줌으로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
김태우 AIC 35기
KB국민카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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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동기들과의 인적 Network를 형성하고 친목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본인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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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AIC?

Curriculum

최신 경영이론 및 방법론의 교육과 최신 사례들의 고찰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Theme

INNOVATION

Innovation

CHANGE
	새로운 시장 창출을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연결하는 전략
혁신과 변화를 통한 기업 성장 추진 전략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산 전략
New Business Model Innovations
신제품 혁신 프로세스와 전략 및 가치사슬경영

•Digital Transformation
•Big Data & Business Analytics
•AI Business strategy
•Blockchain
•Smart Factory

Big Data & Business Analytics의 이해와 활용
AI와 Mobile 기술의 비즈니스 활용 전략
Blockchain 기술의 이해와 활용사례
Smart Factory &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 in Change
•Management Accounting
•Entrepreneurship

혁신조직과 리더십
전략적 재무분석과 관리회계
기업가 정신과 신사업 발굴

•Integrative Business Exercise
•Learning from Experience
•Insight Lecture

팀별 연구과제 프로젝트
국내 워크숍
메타인지가 만드는 소통과 지혜
글로벌 혁신기업 성공스토리

위한 전략의 변화

제품 및 서비스 전략

	창조적 리더십을

●

	비즈니스 모델

●

Changes in
Technology

통한 조직변화

혁신전략

MANAGEMENT

INSIGHT

	혁신과 변화의

	대전 본원에서 경험하는

●

●

가치 창조 경영

4차산업혁명 주도 신기술

	스타트업 경영과

Management

	팀프로젝트를 통한 소속

●

●

성장전략

기업 혁신 방법 모색

	ESG 경영과

●

Insight

위험관리

In Numbers

교육 특징

AGE

동문수

강의주제

•Strategy
•Marketing
•IT 비즈니스 전략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SCM)

●

	기술혁신에 따른

●

PRE-CEO

분야

회사수

평균연령

직급

KAIST 대표 교수진과 산업계 전문가의
최신 경영이론과 방법론 강의

혁신적 창의적 Problem Solving 능력
향상

KAIST 경영대학 교수진의 최신 경영이론 강의를

현장지향적 혁신기법을 토대로 문제인식 및 해결

통하여 경영의 이론적 기초와 비즈니스 환경에

능력을 학습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대한 거시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합니다.

Pre-CEO의 통찰력 함양

다양한 산업분야 Human Network 구축

체계적으로 모듈화된 교육과정으로 Pre-CEO

다양한 분야의 동기생과 동문을 만나 지식과

에게 필요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이를 실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커리어 개발에 발판이

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Alumni since 2001

1,500+

600+

45

24%

70%

■ Executive/Senior Manager
■ CEO & Executive Level
■ Manager/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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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CEO를
양성하는
혁신·변화관리과정

Faculty
강금석

KAIST 경영대학

Admissions
윤여선

Ph.D. Purdue University
경영학

김보원

KAIST 경영대학

장영재

Ph.D. Harvar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in Technology and
Operations Management

김상원

KAIST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
Ph.D. Cornell University
Organizational Behavior

지원자격

제출서류

Ph.D.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마케팅 및 브랜드전략

•기업의 팀장, 부서장, 본부장 등 핵심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

•입학원서(소정양식)

•재직증명서 1부

•신임 팀장 또는 팀장 승진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1부

•소속기관 안내자료 1부

•기업에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자

•반명함판 사진 1매

•전형료 5만원

모집인원 40명 내외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Ph.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

발표 2022. 9. 1(목)

조대곤

Ph.D., Columbia University
Decision, Risk and Operations

박상찬

KAIST 경영대학

등록 2022. 9. 1(목) ~ 9. 7(수)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연락처

교육기간 2022. 9. 14(수) ~ 12. 14(수)

과정책임 김상원 교수

강의시간 매
 주 수요일 13:00 ~ 18:30

Tel. 02) 958-3418

KAIST 경영대학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formation Systems and Management

진병채

등록금 650만원

E-mail. sw.kim@kaist.ac.kr

KAIST 경영대학
Ph.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경영학

원서접수

경영자과정지원실 마세영 실장
Tel. 02) 958-3309

E-mail. seyoungma@kaist.ac.kr

접수기간 2022. 6. 13(월) ~ 8. 26(금)

백용욱

KAIST 경영대학

온라인 접수(https://kcbexe.kaist.ac.kr)

과정사무실
Tel. 02) 958-3992

E-mail. kaistaic@kaist.ac.kr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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