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가 원하는 리더,

융합과 통섭을 두루 갖춘 CEO로

도약하십시오

2016학년도 봄학기
최고경영자과정(CEO) 제 25기 모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209호

http://san.ajou.ac.kr  Tel. 031-219-2311~3  Fax. 031-219-1609

최고경영자과정은

건강한 고품격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삶과 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고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과 어울려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 통찰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보람있고, 재미있는 고품격 네트워크 형성

젊음을 꿈꾸는 ‘부부 초청 캠퍼스데이트’
 •봄꽃의 캠퍼스•

젊음을 꿈꾸는 ‘부부 초청 캠퍼스데이트’
•원천관 앞, 단체기념•

2015학년도 봄 입학식

친교와 정보 교류의 CEO, CKO 3기수
제2회 골프대회

2015학년도 여름 졸업식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부부 초청 음악회’
•만찬•

글로벌 문화탐방 해외연수
•중국 시안•

추계 학습발표 및 교류 워크숍
•제주도•

추계 학습발표 및 교류 워크숍
•제주도, 절물휴양림•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부부 초청 음악회’
•공연현장•

글로벌 문화탐방 해외연수 
•중국 화산(구름 바다 위 산봉우리)•

최·고·경·영·자·과·정·의·활·동

친목 교류활동의 골프대회



 교육 일정표

  ◆ 2016.3.3. ~ 6.16 (매주 목요일 18:30 ~ 20:30)

회차 일 자 교   과   목 담  당  교  수 장  소

1 3.03
입학식(CEO, CKO) 통합진행
특강 : 논어를 통한 세상보기 1

공학대학원
김원중 교수 (단국대)

아주대학교 
원천관 소극장

2 3.10 논어를 통한 세상보기 2 김원중 교수 (단국대) 부천상공회의소

3 3.17 기업승계와 Tax Plan
배수환 이사
(가율회계법인)

부천상공회의소

4 3.24 경영자의 자기혁신을 위한 하루 약속
최종택 대표
(초이스인재경영개발원)

아주대학교

5 3.31 학습발표 및 토론 1
이건모 교수
(아주대 공학대학원장)

부천상공회의소

6 4.07 정조의 개혁과 화성건설 유봉학 교수 (한신대) 부천상공회의소

7 4.14
고품격 인적 네트워크 (워크숍 1박 2일)
4.15 ~ 16(토)

공학대학원/원우회 제주도

8 4.21
대학 캠퍼스문화 향연(부부 초청 캠퍼스데이트)
특강 :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수명 늘리기

공학대학원
이득주 교수
(아주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9 4.28 슈퍼리치를 움직이는 그림들
김명자
(Director – Roger Art)

부천상공회의소

10 5.05 휴강(한글날)

11
5.10
(화)

경기방송 대표이사와의 대화
김방자 대표
(경기방송)

아주대학교
(경기방송)

12 5.19
글로벌 문화 지평 넓히기(해외연수 4박 5일)
5.18 ~ 22(일)

공학대학원/원우회 중국 귀주

13 5.26 르네상스에서 배우는 창조 경영
하동식 원장
(변화혁신아카데미)

부천상공회의소

14 6.02 대중문화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
이승재 기자
(동아일보)

부천상공회의소

15 6.09 사회현상의 통찰적 이해 강명구 교수 (아주대) 아주대학교

16 6.16
학습 발표 및 토론 2
종강식 

이건모 교수
(아주대 공학대학원장)

부천상공회의소

방 학 아주대학교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표

모집 과정
및 인원

•최고경영자과정 (1년과정)

•모집인원 40명

지원 자격 •부천, 경기도 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위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학력 및 전공불문이며, 상위직급 경력위주의 향학열이 높은 자를 환영함

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원서 교부/접수 : 2015.12.1.(수) ~ 2016.1.11.(월)

    - 입학원서(본 대학원의 소정 양식 : 첨부) 1부

    - 입학원서 접수 방법(한 가지 택일)

       ①온라인 접수 : http://san.ajou.ac.kr 또는 입학원서 작성 후 이메일 hmlee@ajou.ac.kr 송부

       ②팩스 접수 : 031-219-1609(아주대 공학대학원), 032-654-5698(부천상공회의소)

       ③방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05-3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교육담당자 앞

       ※입학원서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등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형료 납부 : SC은행 632-15-000618(공학대학원 최고과정) / 전형료 55,000원

                         (전형료 납부는 입학원서 접수 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함)

•문의 : 공학대학원 교학팀 031-219-2312 ~ 3 /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032-663-6601(내선 123)

제출 서류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입학원서 부착분 포함 – 학생증, 원우수첩에 사용)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참고자료(회사 안내 팜플렛, 자격증 사본 등)

※위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학원서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제출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형 방법 •전형 : 서류 심사 및 면접 

•면접 전형 : 2016.1.19.(화) ~ 2016.1.22.(금)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연락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발표 : 2016.1.27.(수)

•등록 기간 : 2016.2.1.(월) ~ 2.4.(목)

•수업료 납부 : SC은행 전국지점 &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 : 인터넷 교부) / 수업료 240만원

수업료

감면 혜택

•수업료 : 240만원 (워크숍, 해외연수비용 제외)

•협약체결기관 회원(협약기관 참조) 또는 동문(동시 5명 이상 입학시) /수업료의 20% 감면

•  기술자,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 명장 

(평생교육진흥원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1등급 해당자) /수업료의 20% 감면

•아주대 교직원·동문·의료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임직원 /수업료의 30% 감면

•아주대 학부 재학생의 부모 /수업료의 50% 감면

특전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식 때 아주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재학생, 동문 아주대병원 진료비 20%, 건강검진(동계)40%, 장례식장 비용10% 감면의 특혜를 드립니다.

•본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시 수업료의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입학한 원우의 자녀가 아주대 학부에 재학시 원우에게 수업료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협약기관 •부천크리스토퍼, 부천라이온스,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카네기 평생교육원, 경기여성리더네트워크

•5명이상 동시 입학시 수업료 20%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회원 또는 동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품격, A+ plus

A jou    최고를 모시는 최고 최적의 학습환경

•CEO 전용 멀티미디어 강의실

•식사와 친교를 위한 Private Dining Room 

•쾌적한 캠퍼스의 편의시설 사용(도서관, 체육관, 아주대병원 등)

P rominent    시대변화를 읽는 고품격 자기혁신 교육

•동양고전을 통한 삶(인생)을 풍요롭게 교육

•시대변화를 살피고, 세상을 읽는 교육 : 공학·경영·인문·사회·예술분야를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진정한 최고경영자의 품격 

L eadership    리더에 의한,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컨텐츠

•기업 현장을 발로 읽는 ‘생생 현장 탐방 리더십’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원우 및 동문기업을 통한 현장 경영혁신, 품질관리 및 

   개선 등 현장산학시스템

U pgrade    습득이 아닌 체득을 위한 내실과 감동의 프로그램

•대학문화와 함께하는 캠퍼스 문화 향연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캠퍼스 부부 데이트’,  짙은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음악향기 가득한 ‘캠퍼스 부부초청 가을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의 글로벌 문화 지평  

   매학기 해외의 유수한 문화, 자연, 생활 탐방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고품격 글로벌 

   사고의 지평 함양

S chool    깊고 폭넓은 인간관계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

•24기까지 총 1,200여 명의 졸업생으로 구성된 총동문회

•매학기 개최되는 전체 원우가 참가하는 친목과 정보 교류 ‘맞춤형 워크숍’

•매학기 개최되는 부천 CEO와 수원 CKO 동문간의 지역을 넘는 교류의 

   ‘3기수 골프대회 한 마당’(개최 기수, 개최 1기수 선배, 개최 1기수 후배 (현 재학 기수)) 

•총 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골프대회, 등반대회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친교활동 한 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