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만의 벤처정신입니다.

길을 만들어 나가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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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한분 한분으로 초대합니다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총동문체육대회

원장배골프대회

부부초청 캠퍼스데이트

가을음악회

워크숍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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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교과목 담당교수

1 3.3(화)

31기 입학식 아주대 영상강의실

논어에서 배우는 지혜 양병무 교수(인천재능대학교)

2 3.10(화) 4차 산업과 미래의 교통 김영호 교수(아주대학교 산학협력 창업교육원)

3 3.17(화) 전기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이교범 교수(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4 3.24(화) 약속의 리더십 최종택 대표(초이스인재경영개발원)

5 3.31(화) 밖에서 본 한반도 위기 ‘섬나라 코리아’ 조정훈 교수(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6 4.7(화) 인공지능시대, 일의 미래 구본권 기자 (한겨레신문)

7 4.14(화) 대전환의 시대, 성공기업의 조건 정필영 소장(변화경영연구소)

8 4.21(화)

부부초청 캠퍼스데이트 아주대 캠퍼스

젊게 살기 - 항노화 이야기 김범택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9 4.28(화) CEO의 셀프리더십 조영호 명예교수(아주대학교 경영학과)

10 5.5(화) 어린이날

11 5.12(화) 스몰기업을 스페셜기업으로 나종호 교수(한신대학교)

12 5.19(화) 미래 산업과 기술혁신 차원용 소장(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

13 5.26(화) 예술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주철환 교수(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4 6.2(화) 끌리는 리더는 1%가 다르다 이민규 명예교수(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5 6.9(화) IT융합과 기술경영 이강현 교수(아주대학교 산학협력 창업교육원)

16 6.16(화) 학습발표 및 종강식 공학대학원장

2020. 3. 3. ~ 6. 16 (매주 화요일 18:30 ~ 20:30)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0학년도 봄학기 프로그램

모집기간 · 입학원서접수 기간 : 2020. 01. 06.(월) ~ 2020. 02. 21.(금)

지원자격
· 기업체 및 유관기관 경영자 / 임원, 상위직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직

※ 학력, 전공 불문이며 상위직 경력 위주의 향학열이 높은 자

수업연한 · 1년과정 : 2020. 03. ~ 2021. 02.

지원방법

(택1)

· 온라인 접수 (http://san.ajou.ac.kr)

· 이메일 접수 (pbh2541@ajou.ac.kr) : 입학원서 작성 후 송부

· 팩스 접수 (031-219-1609) : 입학원서 작성 후 송부

전형료 납부
· 전형료 55,000원 : SC은행 632-15-000618(공학대학원)

※ 전형료 납부기간: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완납하여야 함

서류 제출

1. 입학원서

2. 사진(반명함판 2매)

3.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4. 기타 참고자료 (회사 팸플릿,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처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209호 공학대학원 교학팀

※ 제출기간 :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면접일시 및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수업료 납부
· 학기당 수업료 280만원(워크숍, 해외연수비 별도)

· SC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납부 (등록금 고지서는 인터넷 교부)

특전

· 공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자격 부여

·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 수여

· 아주대병원 진료비 20%, 건강검진(동계) 40%, 장례식장 10% 감면 혜택

·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시 수업료 20% 감면

문의 및 상담
·   공학대학원 교학팀 

Tel : 031-219-2312~3     Fax : 031-219-1609     Email : pbh2541@ajou.ac.kr

홈페이지 · http://san.ajou.ac.kr

2020학년도 봄학기 모집안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 통찰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보람있고 재미있는 고품격 네트워크

보람

재미

네트워크

통찰력 리더쉽

지 식

• 시대의 변화를 읽는 지식 → 메가트랜드 강좌

•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 경영 비즈니스 프로그램

•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 동양 고전, 인문학 강좌

• 진정한 품격의 네트워크 → 부부가 함께하는 캠퍼스 데이트, 초청 음악회

•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기쁨 → 원우회 워크숍과 해외연수, 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와  
각종 동호회(골프, 산악), 500여명 동문 네트워크

최고지식경영자 과정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