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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삼육대학교는 이런 대학입니다. 지적 탁월함, 영적 고상함, 신체적 강건함을

잘 짜인 비단처럼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 속에 고르게 엮어내는 교육.

이렇게 길러진 사람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대학.

이것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제(實際)’ 교육현장에서 ‘실재(實才)’ 인물을

만들어내는 ‘실체(實體)’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 대학.

맞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로 이 일을 시종여일하게 진행해온 삼육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로 세우는 인성교육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며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지닌 글로컬(Glocal) 인재를 양성해 내는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은 입학하고 싶고, 기업은 채용하고 싶고, 동문은 자랑하고 싶은

MVP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삼육대학교의 꿈을 공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삼육대학교를 응원해 주십시오.

삼육대학교를 사랑하며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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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수익은 

청년들과 사회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단과대 부속이 아닌 

총장 직속의 품격있는

AMP를 지향합니다.

삼육대학교 총장 / 신학박사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삼육대학교는 삼육서울병원, 삼육부산병

원, 에덴요양병원, 삼육치과병원, 여수요

양병원과, 삼육식품, 시조사, SDA삼육외

국어학원 등을 자매기관으로 두고 있으

며,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에 초등학

교 10개,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7개교, 

대학교 2개와 대학원 4개를 운영하고 있

는 명문사학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로 미국 

앤드류스대학교(Andrews University)·

퍼시픽유니온 대학 (Pac i f i c   Un ion 

College)·로마린다대학교(Loma Linda 

University), 영국 뉴볼드대학(Newbold 

College), 일본 오사카산업대학 등 해외 

98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글로벌 명

문대학으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자기경영에 꼭 필요한
실전 지식을 제공합니다.

Management 

이 시대 최고 리더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전수합니다.

Valuable

품격 있는 분들을 위한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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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삼육서울병원 VIP로 등록 : 

전담 주치의, 간호사 배정

삼육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자격 부여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권

할인혜택 제공

학기 중 본교 내 헬스, 수영, 

도서관 이용 가능

학기 중 교내 전용 

주차공간 제공

SU-MVP 최고경영자
과정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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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1인당 1명의

삼육대학교

장학생 추가 선발 :

입학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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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VP
최고경영자과정이
드리는 Value

SU-MVP
최고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의 특징

오피니언 리더들의

건전한 

네트워크의 場

CEO가 꼭 듣고 싶었던 

전략, 트렌드, 

친교, 웰빙 과목

(14주)

겅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삶에 대한

깊은 Insight

01.
전략, 트렌드, 친교, 웰빙의 CEO에 
꼭 필요한 4가지 필수 주제로 구성

02.
 CEO들이 편안하게 수강하고, 
깊은 Insight를 가져갈 수 있는 특강 선정

03.
학습과 친교가 함께 어우러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커리큘럼

SU-MVP최고경영자과정은

CEO분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AMP를 지향합니다.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前 SBS 정책실장
前 SBS 기획본부장

김성익 삼육대학교 총장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제14대 삼육대학교 총장

07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前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
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17·19·20대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

김영식 예비역 대장
前 대한민국 육군 1군 사령관
前 대한민국 육군 대장

이민화 KAIST 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노재관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명섭 삼육서울병원 원장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노인학 연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생 백년을 살아보니' 특강
前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

오광현 한국도미노피자 
회장
前 성균체육회 회장
前 도미노피자코리아 대표이사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대표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前 구글코리아 근무

오덕신 삼육대학교 부총장 
(과정총괄)
前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前 교육부 편찬심의위원

김지영 삼육대학교 교수
(과정운영책임)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증권

대표 교수진

SU-MVP최고경영자과정은

CEO분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AMP를 지향합니다.

책임 교수진



SU-MVP
최고경영자과정
커리큘럼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다른 AMP와는 격이 다른 강사진과 

프로그램으로 경영, 전략, 금융, 

경제, 정치, 리더십의 실전을 학습하고, 

골프 & 웰빙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리더의 라이프 밸런스를 

함양합니다.

1주차	 21세기를	살아가는	CEO의	나아가야	할	길

2주차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기업의	창조와	혁신	전략

	 100년	기업을	위한	명품	성공공식

3주차	 데이터로	이루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세계적인	O2O기업	에어비앤비의	성공전략	

4주차	 글로벌	리딩	기업의	마케팅	전략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더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전략

5주차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6주차	 어떻게	이끌것인가

	 CEO가	알아야	할	역사	속	리더들

7주차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

트렌드

13주차	 우리	삶의	Well-Being과	Well-Dying

	 긍정	행복심리	이해

14주차	 인생	백년을	살아보니

웰빙

8주차	 골프의	핵심원리	/	유형별	골프	연습법

9주차	 개인별	스윙분석	및	스윙교정

10주차	 전략적	코스	공략

11주차	 스크린	골프	대회

12주차	 실전	필드레슨	/	프로와	동반	라운드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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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VP 
최고경영자과정의 

3無 정책

01.
백해무익한 음주 NO!
품격있는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집중합니다.

02.
대학을 홍보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03.
타 AMP와 달리 
과도한 비용 요구가 없습니다.



SU-MV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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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19년 4월 18일(목) ~ 7월 18일(목), 14주

• 강의시간 : 18:30~21:30 (1교시 18:40~20:00, 2교시 20:10~21:30)

• 교육장소 : 삼육대학교 내 AMP 전용 강의장

• 모집정원 : 30명

• 지원자격 : 기업, 공공 기관의 CEO 및 임원, 부서장, 전문직 종사자 등

• 교  육  비 : 490만원

입학안내

• 교육비 : 490만원

  -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별도 계좌로 입금 : 개별 안내

  ※ 필드 1회 및 해외연수, 졸업여행, 원우회비 개별

교육비 납입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TEL : 02-3399-3300 / FAX : 02-3399-1507

- EMAIL : jun@syu.ac.kr

- 홈페이지 : https://new.syu.ac.kr

문의

• 접수기간 : 2019년 2월 4일(월)부터

- 1차 마감 : 3월 29일 (금) 18:00 , - 2차 마감 : 4월 12일 (금) 18:00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2장(출력본)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전화, 온라인,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접수

- 전화 접수 : 02-3399-3300

- 입학원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s://new.syu.ac.kr ▶ 최고경영자과정 ▶ 입학

안내에서 입학원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 02-3399-1507

※ 팩스 발송 후 꼭 수신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접수 : jun@syu.ac.kr

- 우편 및 방문접수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백주년기념관 306호

         (우01795)

모집절차



삼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백주년기념관 306호

TEL. 02-3399-3300 / FAX. 02-3399-1507

홈페이지 : https://new.syu.ac.kr  

품격 있는 리더들의 품격 있는 AMP

SU-MV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SU-MV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