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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를 리드해 나아갈 

경영자, 기업가, 투자자 등 글로벌 바이오 산업계와 연계,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재 육성합니다.
학위과정  

Process

2년 석사과정(교과석사, 일반장학생)

KAIST GRADUATE 
SCHOOL OF 

BIO INNOVATION 
MANAGEMENT

수업장소  

Place

KAIST 본원(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SB플라자(충북 오송)

수업형태  

Class

평일 오후 7시~10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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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s

바이오 산업은 5차산업 혁명의 핵심입니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바이오 분야의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합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놀랄만큼 많은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반의 바이오 산업은 혁신과 창업으로만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 다르게 

긴 호흡의 고유한 혁신전략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한국 바이오산업 성공의 사관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KAIST MBI는 바이오 혁신에 특화된 혁신경영 전략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브릿지를 만들고자합니다.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장  김원준

MBI는 한국 바이오산업  

글로벌 도약의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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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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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lectives

제약기업 혁신경영과 전략

바이오 지식재산권 

관리와 경영

바이오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과 운영

바이오 기업 

조직경영과 실제

바이오 투자

Students

KAIST  

Mission &  

Assets

Global  

Networks

KAIST  

Alumni 

Networks

Career 

Develop.

Program

KAIST  

Center 

for Tech. 

Initiatives

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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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Management 

Basics

Bio & 
Healthcare 

Industry  
Basics

MBI  
Advanced

MBI  
Case  

Research

Global Bio  
Innovation  

Leaders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소개

Case Research

Bio & Healthcare 
Entrepreneurship

Bio Tech. 
Management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은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서 필요

한 기술 및 혁신경영 인력을 양성하여, 바이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 바이오 혁신 창업기업을 활성화하고

자 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 및 혁신기업들의 핵심인재들과 이들 분야 VC 및 금융기업 등 관련 금융투자기관들의 핵심 인재들에 

대한 혁신경영전략, 기술경영, 지적재산권 경영과 전략, 바이오 혁신조직관리, 산업과 기술변화, 기술혁신과 규제, 창업 및 

성장전략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고자 하는 경영자, 과학자 출신 기업가, 투자자 등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계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재를 육성합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연계

MISSION & VISION 미션과 비전

HISTORY 연혁

2001. 11 ICU IT경영학부 출범 

2005. 9 KAIST Business Economics Program 신설 

2008. 12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립 

2009. 6 KAIST 기술경영학과 신설 (ICU IT경영학부 통합) 

2021. 4 충청북도(청주시)와 오송 바이오혁신경영 인재양성사업협약체결 

2021. 9 바이오혁신경영프로그램 개강

2021.12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명칭 변경

Mgt. Electives

혁신조직과 리더쉽

재무와 회계

기술기업 마케팅

지적재산권

경영경제학

Bio. Electives

바이오 혁신창업  

전략과 실제

헬스케어 기술혁신과  

혁신경영

글로벌 규제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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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이수요건

교과과정 영역별 설명

학위과정 •  KAIST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영역

필수  

선택영역

•  기술경영의 기본 Fundamentals 과정으로 기술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경영에 대한 기본 소양을 교육하고  

향후 심화과정인 선택영역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영역

일반  

선택영역

전공필수 •  바이오 혁신경영 개론·바이오 혁신창업론

General Innovation 

Management
•  혁신, 전략, 정책 및 통합적 접근 주제

Bio Innovation 

Management
•  바이오 혁신경영에 특화된 주제

석사과정 필수 확인사항

공통필수
3학점 이상 이수 및  

1AU 이수

•  CC500 Scientific Writing,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전공필수 총 9학점 이수

•MBI501 바이오 혁신경영 개론

•MBI502 바이오 혁신창업론 

•MBI600 바이오 혁신경영 사례분석

선택
총 30학점 이상  

이수

•  General Innovation Management 분야: 6학점 이상 이수

•  Bio Innovation Management 분야: 12학점 이상

•  선택I(General Innovation Management)을 제외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기술경영학부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함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기술경영학부 교과목을 제외한 타대학원 교과목은 3학점까지 

인정함

연구
총 3학점 이상  

이수

•  개별연구 3학점 반드시 이수 

•  연구학점 중 3학점을 2개월 이상의 기업체 인턴십으로 취득가능 

기타

(석·박사과정

공통사항)

•  전공필수과목을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인정받은 학점만큼 선택과목을 추가 수강하여야 함

공통자격요건

(영어성적제출)

•  IBT TOEFL 83점, PBT TOEFL 560점, CBT TOEFL 220점, TOEIC 720점, TEPS 599점, New TEPS 326점  

또는 IELTS 6.5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졸업이수 학점 : 총 45학점 이상 이수

김원준 (Kim, WonJoon)

기술경영학부 | 교수

Innovation Strategy and Policy

wonjoon.kim@kaist.edu

+82-(0)42-350-4336 / N5, #2116

정명진 (Jeong, MyungJin)

기술경영학부 | 초빙교수

Bio Innovation Strategy,  

Financial Management in Bio Industry,

Bio Entrepreneurship

jmj77@kaist.ac.kr

+82-(0)42-350-6396 / N5, #2212

대표 교수

김종성 (Kim, JongSeong)

Boston University | 교수

권명옥 (Kwon, MyeongOk)

PMG, 스위스 | 박사

문여정 (Moon, YeoJeong)

IMM인베스트먼트 | 상무

이봉용 (Lee, BongYong)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 대표

강상구 (Kang, SangGu)

메디사피엔스 | 대표

김용주 (Kim, YongJu)

레고켐 | 대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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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ee, SangWon)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 교수

이승주 (Lee, SungJoo)

오름테라퓨틱 | 대표

김혜진 (Kim, HyeJin)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Marketing

hyejinkim@kaist.ac.kr 

+82-(0)42-350-6316 / N22, #605

노재정 (Rho, JaeJeung)

기술경영학부 | 교수

Operations management

jjrho111@kaist.ac.kr 

+82-(0)42-350-6318/6844 / N22, #406

민홍기 (Min, HongGhi)

기술경영학부 | 교수

Financial Economics/Time Series Analysis

hmin@kaist.ac.kr 

+82-(0)42-350-6305 / N22, #403

송찬후 (Song, ChanHoo)

기술경영학부 | 교수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s Management

chanhoo@kaist.ac.kr 

+82-(0)42-350-6310 / N22, #308 

야신 제란 (Yasin Ceran)

기술경영학부 | 부교수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yceran@kaist.ac.kr 

+82-(0)42-350-6327 / N22, #407

이덕희 (Lee, DukHee)

기술경영학부 | 교수

Economics

dhlnexys@kaist.ac.kr 

+82-(0)42-350-6306 / N22, #405 

이수진 (Lee, SuJin)

기술경영학부 | 부교수

Organizational Behavior

sujinlee@kaist.ac.kr 

+82-(0)42-350-4339 / N5, #2110

이지현 (Lee, JiHyeon)

닥터노아바이오텍 | 대표

이진우 (Lee, JinWoo)

법무법인 세아 | 변호사

조훈제 (Cho, HunJe)

엑트너랩 | 대표

권영선 (Kwon, YoungSun)

기술경영학부 | 교수

Economics

yokwon@kaist.ac.kr 

+82-(0)42-350-6312 / N22, #310

김륜희 (Kim, RyoonHee)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Finance

ryoonhee@kaist.ac.kr 

+82-(0)42-350-6323 / N22, #505

김의석 (Kim, EuiSeok)

기술경영학부 | 교수

R&D Plann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euiseok.kim@kaist.ac.kr 

N5 2121

김지희 (Kim, JiHee)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Economic Growth, Macroeconomics,

Open Government

jiheekim@kaist.ac.kr 

+82-(0)42-350-4915 / N5, #2108

김형철 (Kim, Kevin)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Accounting

kevin.kim7@kaist.ac.kr

교수진
엄지용 (Eom, JiYong)

기술경영학부 | 부교수

Energy &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eomjiyong@kaist.ac.kr 

+82-(0)42-350-6324 / N5, #2120

여현덕 (Hyeon D. Yeo, Ph.D.)

기술경영학부 | 교수

Cognitive Science, Emerging Business & 

Digital Transformation

Cognitive Psychology-based Emotional AI 

Application

hdyeo@kaist.ac.kr 

+82-(0)42-350-1318 / N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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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제 (Koo, BonJae)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Innovation Ecosystem,

National Innovation System

bjkoo@kaist.ac.kr 

+82-(0)42-350-4917 / N5, #2115

김갑수 (Kim, KarpSoo)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Technology Management, R&D Planning

kimkarpsoo@kaist.ac.kr 

+82-(0)42-350-4912 / N5, #2105

김병필 (Kim, ByoungPil)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Mergers & Acquisi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Technology/IP Disputes

byoungpil.kim@kaist.ac.kr 

+82-(0)42-350-4338 / N5, #2107

김영태 (Kim, YoungTae)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Venture Financing

ytkim64@kaist.ac.kr 

+82-(0)42-350-4919 / N5, #2117

노수홍 (Noh, SooHong)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Model Innovation,

Entrepreneurs' Cognitive Biases,

Delusions and Fallacies

soohongnoh@kaist.ac.kr 

+82-(0)42-350-4343 / N5, #2118

엄재용 (Ohm, JayYoung)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Innovation ICT, Strategy

johm@kaist.ac.kr 

+82-(0)42-350-4342 / N5, #2111

윤정호 (Yoon, JeongHo)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Entrepreneurship, Venture Creation

jhyoon4u@kaist.ac.kr 

+82-(0)42-350-4913 / N5, #2119

윤태성 (Yoon, TaeSung)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nowledge Business, Knowledge System

yoon.taesung@kaist.ac.kr 

+82-(0)42-350-4916 / N5, #2104

정재용 (Choung, JaeYong)

기술경영학부 | 교수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novation@kaist.ac.kr 

+82-(0)42-350-6314 / N22, #404

정현주 (Jung, HyunJu)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Strategic Management

hyunju.jung@kaist.ac.kr 

+82-(0)42-350-6315 / N5, #2109

조항정 (Zo, HangJung)

기술경영학부 | 교수

IT Management, Digital nnovation

joezo@kaist.edu 

+82-(0)42-350-6311 / N22, #603

최호용 (Choi, HoYong)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Finance

hoyong.choi@kaist.ac.kr 

+82-(0)42-350-6325 / N22, #504

토마스 스타인버거  

(Tom Steinberger)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Strategic Management

tomsteinberger@kaist.ac.kr 

+82-(0)42-350-6326 / N22, #505

한승헌 (Han, SeungHun)

기술경영학부 | 부교수

Finance

hansm8@kaist.ac.kr 

+82-(0)42-350-6309 / N22, #604

허영은 (Huh, YoungEun)

기술경영학부 | 부교수

Marketing

younghuh@kaist.ac.kr 

+82-(0)42-350-6320 / N22, #309

초빙교수

이의훈 (Lee, EueHun)

기술경영학부 | 교수

Marketing

danbee91@kaist.ac.kr 

+82-(0)42-350-6319 / N22, #507

이철호 (Lee, ChulHo)

기술경영학부 | 조교수

Information Systems, MIS,

Operations Management

irontigerlee@kaist.ac.kr 

+82-(0)42-350-6317 / N22,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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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내시설 안내

E1 - E21

E1 정문 

E2   산업경영학/1-지식서비스 공학과 

/2-수리과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E3   정보전자공학동/1-전산학부/2-전기 및 전자공학부 

/3-미래융합소자동/4-새늘동 

E4 KI빌딩

E5 교직원회관

E6   자연과학동/1-수리과학과 

/2-물리학과/3-생명과학과/4-화학과 

/5-궁리실험관/6-기초과학동 

E7 의과학연구센터

E8 세종관 

E9 학술문화관/1-도서관/2-문화관

E10 중앙창고 

E11 창의학습관/입학처/학생정책처/학생생활처 

E12 중앙기계실

E13 인공위성연구센터 

E14 본관/교무처/연구처/기획처/행정처 

E15 대강당

E16   정문술빌딩 

/1-양분순빌딩, 입학처, 바이오 및 공학과 

E17 운동장

E18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1-바이오모델 시스템파크

E19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E20 계룡관 

E21 카이스트 클리닉/약국

N0 - N28

N0   동문 

N1   김병호·김삼열 IT융합 빌딩

N2   행정분관 

N3   스포츠 컴플렉스 

N4   인문사회과/학부동/어학센터 

N5  기초실험연구동

N6   교수회관 

N7   기계공학동/1-원자력및양자공학과 

/2-항공우주공학과/3, 4-기계공학과 

/5-자동차 기술대학원 실험동 

N9   실습동

N10   교양분관 

N11   학생식당 

N12   학생회관2

N13   태울관/1-장영신 학생회관 

N14 사랑관

N15   교직원 숙소 

N16 소망관 

N17 성실관

N18   진리관 

N19 아름관 

N20 신뢰관 

N21 지혜관

N22 동문창업관

N23 fMRI센터

N24 LG이노베이션홀 

N25 산업디자인학과동

N26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 

N27 유레카관

N28 에너지환경연구센터

W1 - W16

W1   응용공학동/1-신소재공학과 

/2-건설 및 환경공학과/3-생명화학공학과

W2 학생회관 /1-인터내셔널센터

W3 갈릴레이관 

W4 1-여울관/2-나들관/3-다솜관/4-희망관 

W5   1-기혼자기숙사/2-스타트 업빌리지 

/3-인터내셔널빌리지C/4-인터내셔널빌리지A 

/5-인터내셔널빌리지B 

W6 미르관, 나래관

W7 나눔관 

W8 교육지원동/1-중앙분석센터

W9 노천극장 

W10 풍동실험실

W11 외국인교수 아파트

W12 서측기계실

W16 지오센트리퓨지 실험동

청주 

SB프라자

“Cross Theory and Practice”
이론과 현장을 넘나드는 혁신리더 양성

강의실 

N5 2113호

강의실 

N5 2125호

통계실습실 

N5 602호

교수휴게실 

N5 2114호

라운지 

N5 2124, 2226호

학생연구실

N5 2225, 2228호

KAIST N5 

기초실험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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