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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정책과정



변화와 위기,

지식으로 승부하라 ! 

Invitation
창조적 융복합교육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최고위정책과정(AEP)



Invitation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

최고위정책과정만의 차별화된 강의와, 교육환경,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동우들과의 교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2,000여명의 최고위정책과정 동문 네트워크

Administrative Executive  Program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AEP (Administrative Executive Program)Why?

인문학을 접목한 수업을 통해 인간과 삶, 사회, 나아가 미래의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 제공 

동우회 및 동문회 활동을 통한 최고위정책과정만의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골프, 등산 등 취미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미”와 “감동”이 있는 동우회 활동

-   사회 각 분야에서 선두를 이끌어 가는 2,000여명의 최고위정책과정 동문들의  

공통관심사와 정보를 다양하게 교류 

최고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최신 이론과 기법제공

글로벌 리더의 특성과 니즈, 미래를 반영한 주제 강의

국내 최고의 캠퍼스 안에서 최신 설비의 교육환경과 맞춤서비스 제공

동우들 간의 친목을 통한 견고한 

최상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AEP수강생 구성 AEP강의 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종교계

교육, 의료, 
언론계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경영,
금융

군, 경찰, 
법조계

리더가 갖추어야 할 7가지 

핵심분야로 구성된 독창적인 강의구성

미래사회 여가건강

정책결정 문화예술

경영환경 현대정치

리더십

공조직 및 기업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탄탄한 컨텐츠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Adm
inistrative Executive Program

Program Modules

합리적 정책 결정

미래지향적 사고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잡는 

생각의 속도

창조적 리더십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 예측

품격있는 전문인

경험·이성·사고력이 

결합된 실천적 지혜

세계의 발견

현대사회 문화의  새로운 변화

미래를 읽는 3가지 통찰력 : 시력·시각·시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고의 혁신

고전 속에 숨겨진 경영코드 탐구

새로운 정체성

변화는 당신을 춤추게 한다



대인관계의 기술

리더의 멘토를 찾아라

지도자 및 관리자의 리더십

전략마인드와 경영혁신



속도전의 물결

시장의 트렌드 읽기

문화·예술 

감성경영



매력이 경쟁이다

소통하는 CEO

세계의 주체로서의 나의 발견



Program Overview │ AdmissionsWhat?

구     분 제67기 제68기 

원서접수 2017년 2월 28일(화)까지 2017년 9월 12일(화)까지

교육기간 2017년 3월 11일 ~ 6월 20일 2017년 9월 19일~12월 12일

수 업 일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수업구성 1일 2교시 수업 (19:00~22:0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106호 최고위정책과정 강의실 

기     타 
최고위정책과정 전용 휴게실에 개인사물함 및 수업준비물 등 제공 

저녁식사 제공(한식뷔페) 

과 정 개 요

주제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주제강의를 통한 정책결정 

전략 모색 및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30강좌)

Core Modules

• 글로벌 기업·조직의 성장전략 및 방법론 제시 

• CEO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창조적 리더십 

•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통찰하고 생각의 틀을 전환 

• 품격 있는 전문인 

맞춤특강 및 
오픈특강 

맞춤특강    매학기별 구성원들의 직업,연령,관심사항 등 그 기수

만의 성향과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식 강의구성 

오픈특강    동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연한 사고와 자기역량을 키우고 기수들 간의 긴밀

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국내ㆍ해외 
세미나 

국내외 세미나를 통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다양성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며, 동우들 간의 친목을 통한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강의구성 및 주요행사



Program
 Overview

 / Adm
issions

AEP Evaluation

■ 최고위정책과정 교육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기타

지원자격 
기업 경영진 및 임원 

정부기관·금융계·법조계 등 각 분야의 최고위 관리자

원서접수 
제67기: 2017년 2월 28일(화)까지 

제68기: 2017년 9월 12일(화)까지 

합격자 등록 합격통지 후 일주일 이내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1부 

(www2.yonsei.ac.kr/gspa 에서 다운로드 또는 팩스 전송) 

자기소개서 및 회사 또는 기관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특     전 
총장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수료 후 연세대학교 동문회 정회원 자격 부여 

지원방법 원서접수 :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가능

문 의 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희관 219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팀 최고위정책과정 담당자 

URL:http://www2.yonsei.ac.kr/gspa

Tel:02-2123-3277, 3272~3273 / Fax : 02-2123-8658

E-mail : adexecutive@yonsei.ac.kr

ADMISSIONS

■ 최고위정책과정 기대 효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혁신적인 커리큘럼

미래사회에 대비 

연세동문의 자부심  

최상의 

인적네트워크 

■ 한경, 2016 대학 최고위과정 평가 

법·행정 계열 최고위과정 선호도 조사에서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이 

최우수과정 1위로 선정



www2.yonsei.ac.kr/gspa  
Tel  02-2123-3277, 3272~3 
e-mail  adexecutive@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