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대학원 입시요강

MIP

미래전략대학원
KAIST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신기술과 지식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해나가기
위하여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과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과학언론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SJ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

FS

FS

MIP

SJ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Master of Science Journalism

Graduate Program for Future Strategy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구환경 속에서

해를 증진시켜 공학과 법률, 그리고 경

언론문화의 융합을 이해하고 뉴미디어

사회, 기술 등 미래변화요소를 고려하

영 마인드를 고루 갖춘 지식 재산 고급

시대를 선도하는 고급인력을 양성

여 미래전략을 기획할 고급인력을 양성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인력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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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공 및 학위과정
석사과정
•지식재산대학원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 50명
•과학저널리즘대학원 (Master of Science Journalism) : 30명
•미래전략대학원 (Graduate Program for Future Strategy) : 30명

박사과정
•미래전략대학원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 10명

입학전형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전형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학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석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입시설명회
각 프로그램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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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3차 설명회

지식재산

9월 27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10월 4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10월 11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과학
저널리즘

9월 27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4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11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미래전략

9월 25일(목) 18:00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9월 27일(토) 19: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6일(월) 19:00
[대전] KAIST 정문술빌딩 드림홀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입학전형 일정 [2015학년도 봄학기 입학]

구분

일시

장소

비고

2014.10.08(수) 10:00
~ 10.20(월) 17:00

인터넷 접수
(apply.jinhak.com)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서류제출 기한

2014.10.22(수) 18: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우편접수 포함)

KAIST 대전캠퍼스
대학원입학팀
(창의학습관 508호)

온라인 입력 후 출력본, 성
적표 등의 제출서류를 입학
관리팀으로 송부 (서류제출
기한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접수확인 기간

2014.10.08(수) ~ 10.29(수)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제출서류 발송 후 2~3일
후에 도착여부 확인요망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4.11.13(목) 17:00 이후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면접전형

2014.11.17(월) ~ 11.21(금)

1차합격자 발표 시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4.12.05(금) 17:00 이후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원서접수

개인별 면접전형 일정
확인(해당 학과별 실시)

입학문의
문의처
[석사과정] 지식재산대학원: 042) 350-4222~3, http://ip.kaist.ac.kr
과학저널리즘대학원: 042) 350-4202, http://sj.kaist.ac.kr
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23, http://futures.kaist.ac.kr
[박사과정] 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22, http://futures.kaist.ac.kr

지원서류 접수처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37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입학팀(창의학습관 5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