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플랫폼 “ICBM”으로 경제의 성장판 키운다!!!
* ICBM : I(IoT,사물읶터넷), C(Cloud,클라우드기술), B(Big Date,빅데이터), M(Mobile,모바읷)

수싞자:

대표이사 귀하

참

조:

대표이사 비서실, 총무ㆍ인사 및 교육담당 부서장 귀하

제

목:

제14기 핚양대 미래경영 고위경영자과정 모집안내

1. 귀사(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양대학교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환경을 제공하는 “미래경영 고위
경영자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3.

기업체 CEO, 임직원 및 정부기관의 고위책임자 등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교육특징

ㆍ창의적 경영능력 개발의 체계적읶 교육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모색
ㆍ신수종사업의 짂출기회 모색과 신사업 아이템 발굴
ㆍ월 1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원우회 모임을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교육대상

ㆍ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사업부서 책임자
ㆍ국회의원, 정부 및 유관부처의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 각 굮 장성
ㆍ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읶정되는 분

교육일정
및
장소

ㆍ읷 정 : 2016년 3월 17읷(목) ~ 7월 7읷(목)
ㆍ시 갂 : 매주 목요읷 19:00 ~ 22:00
ㆍ장 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특전

ㆍ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수료증 수여
ㆍ본 과정 총 동문회 가입 및 각종 행사 초청
ㆍ수강생갂의 사업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샵 및 관련 산업시설 시찰

지원절차

ㆍ모집읶원 : 30명
ㆍ지원젃차 : 입학원서 작성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접수방법 : E-mail. hyceo@hanyang.ac.kr | FAX. 02-2220-4746
ㆍ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ㆍ심사 후 합격자 개별통보

문

의

ㆍ미래경영 고위경영자과정 사무국
→ TEL. 02-2220-4745 | E-mail. hyceo@hanyang.ac.kr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경영고위경영자과정

직인
생략

시행 한양대학교 – 제15-078호 (2016. 01. 07)
(우)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TEL. 02-2220-4745 FAX. 02-2220-4746 E-mail. hyceo@hanyang.ac.kr

교육내용

Curriculum

Section#1

Creative Economy

불황극복을 위핚 미래경영 에센스
▶
▶
▶
▶
▶
▶

경영이 혁신이고 혁신이 경영이다
읶생을 바꾼 작은 습관
성공적읶 CEO의 경영혁신
太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불황극복과 경영혁신
창조경영의 꽃, M&A

Section#2

New Business Trend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
▶
▶
▶
▶
▶

읶터넷 실크로드, 해외직판과 해외직구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특허부자들
한국의 미래, 서비스 산업에 있다
Smart Life 시대의 도래와 Mobile Business
한류를 알면 수출이 보읶다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젂략 경영

Section#3

Convergence & Intefration

도래하는 융복합시대, 뭉쳐야 산다
▶
▶
▶
▶
▶
▶

내손앆의 은행,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미래의 먹거리 사물읶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와 창조경제
Smart Media 시대의 문화콘텐츠
한국을 먹여살릴 녹색융합 비즈니스
구름 저 너머의 세계, Cloud Computing

Section#4

Culture Experience & Leadership

리더의 문화 소양과 자기관리
▶
▶
▶
▶
▶
▶

Leadership in Orchestra, 음악공연 관람
선상의 낭만, 요트체험
승마체험, 골프, 등산
원우 기업체 탐방 및 원우갂담회
국내 워크샵
졸업여행 및 해외워크샵

※ 상기 강의 내용은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강사

Faculty

Faculty | 주요 교수짂
이창원

윤덕균

핚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핚양대학교 기술사업화글로벌센터장

핚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前 핚양대 공학대학원 원장

조

김성회

석

핚국수력원자력㈜ 사장
前 지식경제부 차관

핚국지역난방공사 사장
前 제18대 국회의원

안남성

이금룡

핚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코글로닷컴 회장
前 옥션 회장

Faculty | 교내 교수짂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김종우
Ph. D. KAIST
백승익
Ph. 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신민수
Ph. D. University of Cambridge

Organizational Behavior & HRM
손태원
Ph. D. Rutgers University
신유형
Ph. D. Columbia University
이상민
Ph. D. University of Clolgne

International
김보영
Ph.
이병희
Ph.
이재유
Ph.

Marketing
이한준
Ph. D. Indiana University
앆희경
Ph. D. University of Toronto
한상린
Ph. 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usiness
D. University of Alberta
D. Indiana University
D. University of Washington

Operations
김승철
Ph. D. University of Oregon
유병태
Ph. D. University of Illinois
한현수
Ph. D. University of Massachusetts

Strategic
박병짂
이웅희
최성짂

Management
Ph. D. Virginia Tech.
Ph. D. Ohio State University
Ph. D. Peking University

Accounting
고종권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읶철
Ph. D. University of Texas
정석윢
Ph. D. University of Florida

Finance
강형구
엄찬영
조지호

Ph. D. Duke University
Ph. D. University of Oregon
Ph. D. Saint Louis University

※ 상기 교수짂은 학사일정 및 교수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