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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은 2019학년도 고양 Off-캠퍼스 제24기 최고위지도자(CEO)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일대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스킬을 갖춘 지역
최고위지도자(CEO)의 양성과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지역 최고위지도자(CEO)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자기혁신, 건강관리, 커뮤니케이션, 생활과 부동산, 재테크, 성공과 부자학, 고양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공대학원은 본 과정을 통해 약 1.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고양 및 파주 일대
각계 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동문회 결성을 통해 동문간 친목 도모는
물론, 골프 및 산악회 등 왕성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을 성장, 발전시키고 기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수학하는 동안 만나는 교수, 동료, 선후배 등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것을 잘 선용한다면 인생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삶의 윤기와 여유가 넘쳐나고,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대학원은 1.500여 동문 및
신입생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 손혁상
고양 Off-Campus 최고위지도자과정 주임교수 최광일

과정안내 및 혜택
가. 본 과정의 주요 내용
1) 최근의 메가트랜드 변화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함양
2) 선진 경영기법과 마인드를 갖춘 지역 최고위지도자 육성
3) 경영,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스킬 개발을 통한 자기능력 배양
4) 각 과목별 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에 의한 실무 및 사례 교육
5) 과학적 인식 배양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

나. 본 과정의 특전
1) 총장·대학원장 명의 최고위지도자과정 수료증 수여
2) 고양지역 최고위지도자로서의 자격인증서 수여 소정의 시험 합격자
3) 본 과정 수료자에 대해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전형 시 특혜 부여
4)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및 공공대학원 동문가입 자격 부여
5) 동문 및 전문가과정 수료자에 대해 수업료 20% 할인 혜택 2개월 이상 과정 수료자

모집요강
가. 모집인원 : 40명 단, 등록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본 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함
나. 입학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19:00 예정
다. 지원자격
1) 고양 일대 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정부·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기타 리더십 및 자기개발에 관심있는 자

라. 교육기간 : 4개월 매주 월요일 19:00 ~ 22:00
마. 교육장소 : 일산 동구청 2층 다목적회의실
바. 전형일정 및 방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 일시 별도 통보
2)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② 사진 반명함판 2매
④ 재직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자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공공대학원 행정실 / 고양 Off - Campus 행정실
4) 등록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 3월 18일(월)
5) 등록금 : 200만원 교재비, 간식비 포함, 전형료 20,000원 별도
① 등록금 1,900,000원 하나은행, 예금주 : 경희대학교 278 - 910030 - 52505
② 동문회비 100,000원 국민은행, 예금주 : 경희대학교 211001 - 04 - 345683
※ 교육비납입영수증은 수업료 1.900.000원으로 발급됨. 반드시 수강생 본인 성명으로 송금하여야 함

사. 연락처
공공대학원 행정실 T. 02 - 961 - 0130 F. 02 - 961 - 9574 E. pnc@khu.ac.kr
고양 Off - Campus 행정실 T. 031 - 922 - 4860 C. 010 - 9445 - 4233 이필재

아. 강의내용 및 교수진
테마

※ 교과목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음

교과목
공공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공공성

정부 혁신-정부 3.0의 교훈
자연생태에서 배우는 긍정적인 인성철학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리더십

부자학 개론
인간관계와 리더십

미래사회

이학영 한국생태환경연구원장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서기수 HB파트너스 대표이사
권원기 신한대학교 교수
최광일 경희대학교 고양Off - Campus. 주임교수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김종석 개그맨. 아동학 박사

동북아 미.중관계와 한반도 우리의 운명은?

감수성(ST)훈련
SNS를 이용한 마케팅
나는 어떤 사람. DISC성격유형검사
프로페셔널의 비망록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테이블 매너
공감

김종호 경희대학교 정경대학교 교수

밝은 미래의 삶을 위한 자아성찰

미세먼지와 에너지 환경 문제

자기계발

강사명
김태영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캠퍼스 투어

주재우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이학박사
김양순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원장
최재용 인터넷창업연구소 소장
유재분 가천대학교 교수
한준기 라이나생명 전무이사
강필정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KISA)이사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최고위지도자과정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최고위지도자과정

신입생 여러분께서 본 과정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기르고,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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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