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를 공유하고 기회를 창조하고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어

여러분의 기업이 최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위덕대학교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에여러분을정중히초대합니다.

경영대학원장

최고경영자여러분!

THE GRADUATE SCHOOL OF UIDUK UNIVERSITY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번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비젼의 수

립 및 달성을 위한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비젼과리더십을갖춘
경영자의양성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국제 감각과 정

보처리 능력의 배양, 경영관련 각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경영역량의배양

기업과 사회의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교양을 겸

비하여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경영인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기업가정신의함양
폭넓은교양과윤리의식을
겸비한경영인

현대 산업 사회의 변화가 주는 도전은 통합적

인 차원에서 자원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총체

적인 도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략적 안목

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자에게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창업가 정신이 체계적으

로 배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모집인원

● 30명 내외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주요(정부)기관의 기관장급 인사(공무원)
● 각 군의 고급 장교 ● 폭 넓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상반기 - 12월~2월말,  하반기- 6월~8월말 (수시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학원 교학팀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입학원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uu.ac.kr) 참조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주 2회(야간) 세미나형식의 1년 과정

● 내 부 강 사 : 경영학의 최신경영기법과 기업체에서의 응용방안 강의
● 외 부 강 사 : 정부의 주요 정책 입안자 및 경제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들의 경험과

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양 및 부부강좌 확대 : 기업과 사회의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교양을 갖추도록 다양한 교양과목 개설

● 위덕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Tel. (054)760-1080~3, 016-351-6847 / yckim@uu.ac.kr

지원자격

지원절차

전형방법

합격자발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문의및연락처

최상의 강사진과 프로그램으로써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위덕대학교로 오십시오.

최고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