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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MBA
Alternative Investment MBA

금융투자협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대체투자연구원이 함께 

커리큘럼과 운영을 책임지는 국내최초/유일의 '대체투자' 전공 석사과정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MBA 과정은 

다양한 대체투자(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상품선물, 

벤처캐피탈, CTA 등)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석사학위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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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헤지펀드 ㅣ PE:사모펀드 ㅣ RE:부동산 ㅣ Com:원자재 ㅣ RA:실물자산 ㅣ SP:구조화상품 ㅣ RM:리스크관리

대체투자의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실무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

●  1학기   금융산업 및 경영전문 Course
●  2학기   대체투자 이론의 심화 Course
●  3학기   산학연계를 통한 Business Project 

국내 최초 
유일의 
대체투자 
특화 전공과정

오픈형 교수진 
시스템을 통한 
주제별 국내 및 해외 
최고의 실무, 학계 
전문가 강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대체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CAIA
(국제공인대체투자분석사) 
프로그램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CAIA 시험 
동시 준비 가능

CAIA협회와의 
학술교류협정을 바탕으로 
학업, 연구, 취업, 
커리어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협업의 기회보장

KAIRI(한국대체투자연구원)

와의 연구협력을 
통한 대체투자 관련 
프로젝트 및 
학술활동 참가

KAIRI가 주체하는 
학술 및 실무분야의 
다양한 공동연구, 세미나, 
컨퍼런스등에 
참여 기회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분야에서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영역, 
'대체투자' 특화과정



CURRICULUM

● 3학기 수업은 경력에 따라 최대 9학점까지 면제 가능 

No. 과목 주요내용

1 대체투자개론
- 대체투자개론 및 개념소개
- 전통투자와의 차이점 및 특징

- Global/Local 산업 현황 및 규제

2 Hedge Fund
- 국내외 헤지펀드 산업 현황 및 전망
- 헤지펀드 주요전략 소개
- 헤지펀드 주요이론 및 활용 방안

3 Private Equity
- Private Equity 산업 현황 및 전망
- PE 유형, 전략 및 가치평가기법
- PE 포트폴리오 관리

4 Real Estates
- 부동산 시장 현황과 투자기구(REITs 등)
- 투자분석기법 및 관련법규

- Blind/Project 펀드 제안

5 Commodity
- 원자재투자의 개념과 파생상품 소개

- CTA/Managed Futures
- Term-Structure, Roll 등의 주요개념 소개

6 Real Assets
- 산업재자산펀드(항공기, 선박펀드)

- 인프라, SOC, 예술품, SRI 펀드 소개
- 실물자산 투자의 이점과 위험소개

7 대체투자 Case
-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 Case 분석
- 투자영역별 주요 투자사례 소개

- 투자 시 고려사항과 이전 Case 시사점

8 투자론
- Modern Portfolio Theory
-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가격원리
- 투자분석 기법 학습

9 Risk Management
- 리스크관리의 개념과 주요용어 소개
- 파생상품 활용방안 및 리스크 측정기법
- 정량적, 정성적 리스크관리 기법 학습

교육기간   총 1.5년 

 

이수조건 학기 내용 학점구성

1학기 전공기초 15학점(10과목)

2학기 전공심화  I 15학점(10과목)

3학기
전공심화 II 12학점(8과목)

비즈니스프로젝트 3학점

● 교수진 Pool 제도 운영

교육기간 및 이수조건



한국대체투자연구원(KAIRI)
한국대체투자연구원(KAIRI)은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2014년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금융대학원 산하에 창립된 대체투자전문 연구기관

입니다. KAIRI는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인프라 등 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 

산업의 국내 최초의 씽크탱크(Think-Tank)로서 금융시장에서 산업-학계를 잇는 가교가 되어 

리서치, 교육프로그램, 컨퍼런스, 산학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질적ㆍ양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체투자 전문연구기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체투자 MBA 공동 개설
협약 체결(2016년 1월 13일)

양 기관은 교육 협력 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대체투자 전문인력을 양성 할 계획입니다.  

INTRODUCTION

http://www.kairi.re.kr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기업 핵심인재교육을 

선도하는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2004년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석ㆍ박사 중심의 대학원대학교로, 경영 인재들의 

투명한 윤리의식과 사회책임경영, 지속경영 교육을 위해 

'윤리경영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A 과정으로는 핀란드 알토대(前 헬싱키경제대),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과 공동 운영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체투자, 산업보안, 빅데

이터 등 글로벌 트렌드에 특화된 전공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http://www.assist.ac.kr



구분 내용

개강일정 매년 3월, 9월 개강

입학자격요건

-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3년의 업무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자(군경력, 자영업 포함)

- 산업체에서 학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받는 자

전형프로세스 온라인 입학지원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결과 발표 

지원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www.assist.ac.kr) ▶교육과정 ▶MBA ▶대체투자 MBA

입학상담 및 

문의

Tel. 070-7012-2778    e-mail. sybae@assist.ac.kr
www.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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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종합대학원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A 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대현동)      T 070-7012-2700      F 070-7016-2700

www.ass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