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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 나갑시다

존경받는 글로벌 건설 CEO를 위한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BEST”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BEST” 프로그램은 건설분야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건설,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는 균형적인 교과과정과 다양한 교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설분야 최고의 글로벌 건설 CEO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는 늘 건설인 여러분이 앞장서 왔습니다.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된 것도, 건국 이래 세계 10대 경제대국

으로 발돋움 한 것도, 건설인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결속력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통합형 리더십 함양, 사회균형 발전 주도, 윤리 경영 선도 등 사회 융합을 리드 

하는 통합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를 주도하고 현실 문제에 대한 명확

한 판단 능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된 자도자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 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이라고 자부합니다.

본 과정은 2002년 개설한 이후 800명의 국내 건설분야를 리드하는 최고지도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교육 과정 강사로는 산·관·학·연 각 분야에서 저명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본 과정은 다른 대학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선후배 및 원우 간에 끈끈한 결속력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에서 건설 산업 선진화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장 정 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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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BEST
PROGRAM

고려대 교우 “안암골 호랑이”

로서의 끈끈한 결속력

품위있고 상생하는

네트워크 형성

세계화 시대의 통합형 글로벌 리더십 함양

최고 수준의 건설경영 전문지식 습득

CEO로서의 사회적 책무 함양

정기 학술 세미나 및 토론

해외연수 등을 통한 Global

감각 함양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 덕망 있는 전임교수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겸임교수진

건설리더의 소양, 건설산업

미래전략, 글로벌 시장환경,

신수종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모듈식 교과과정

Prestigious 
Global CEO

in 
Construction 

Industry

Estimable
Faculty

E
Social & Global

Activit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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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LANCED 
CURRICULUM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ogy

1. 글로벌 건설 CEO를 위한 커리큘럼 (교육과정 1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글로벌 CEO에

요구되는 균형적인 교과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시장환경의 이해

미래 건설산업의 비전과 실천전략 l 글로벌 리딩 건설기업의 시장전략 l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리스크 관리 l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시장의 동향과 과제 l 건설정책/계약제도의 변화 동향 

및 과제 l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l 미래사회와 첨단구조 l 건설현장의 감성경영 사례 

l 2040년의 우리도시

Module 
1

건설산업의 미래전략과 창조적 혁신

경제양극화와 상생체제 구축 l 부동산 전망 및 창조적 자산전략 l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건설경영자의 역할 변화 l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영 l 부동산 개발사업과 PF l 건설경영과 

건축개발사업 l 한국건축문화의 재발견 : 한국의 정원 l 한국CM 및 건설산업의 미래 l 선진

건축문화 창조와 국가 브랜드 l G7 국가들의 국가건설 R&D Project l 부상하는 중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

Module 
2

지속 가능한 건설리더의 소양

21C 기술문명의 발전방향 l 올바른 시장경제와 지속 가능한 가치 l 일본 건설시장의 

버블과 잃어버린 10년 l 글로벌 경쟁시대의 협상 전략 l 지속 가능한 건축생태계 : 초고층 

시장의 선결과제 l 대기업과 전문건설 기업의 상생문화 l 알기쉬운 IFRS와 생활세금 l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Module 
3

건설산업의 신수종 기술

Green-30와 미래 건설교통 분야의 비전 

l 융복합 기술의 건설산업 적용 사례 l Tall 

Building : Sustainability in Structural 

Design l 건설 신기술과 상생협력 l 자기경영학 

l 건설산업과 정보화 : 기업혁신 및 IT융합 l 지속 

가능한 건축 l 초대형 구조물의 첨단 지반공사 

l 건설산업의 자동화/로봇화 기술

Module 
4



심 기 석

세일이엔에스

(주)대표이사

건설경영최고위

과정 8기

오 병 삼

두산건설 고문

건설경영최고위

과정 2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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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최고위과정 운영위원

공 정 식

공학대학원 부원장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前 공과대학 부학장

조 훈 희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공과대학 부학장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강 경 인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이 우 진

건축사회환경

공학부 교수

前 공학대학원

부원장

김 세 용

건축학과 교수

주 영 규

건축사회환경

공학부 교수

홍 승 관

건축사회환경

공학부 교수

김 영 길

우미건설(주)

부사장

건설경영최고위

과정 11기

건설경영최고위

과정 총교우회

회장

김 원 경

(주)건영 부회장

건설경영최고위

과정 25기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간산업으로의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G20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건설시장 개척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건설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내부 성장 동력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기업과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의 사학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은 건설경영 CEO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다각

적인 시각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임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 CEO로서의 균형적 시각을 갖춰드릴 

균형적인 커리큘럼, 해외연수 및 세미나, 교우 활동 등을 통한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은 타 기관에서 제공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만의 확실한 무기입니다.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전임교수 및 운영위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존경받는 글로벌 건설 

CEO의 양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조 훈 희

이우진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이인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오승연 고려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총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고려대 총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조훈희 고려대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인 고려대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김상덕 고려대 박물관 기록자료실 부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나홍식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남기춘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박연수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 (前소방방재청장)

박진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교 내 
강사진

이상준 한반도·동북아 연구센터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성수 SK건설 본부장

이충호 알지오이엔씨 대표이사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교수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장현승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원장

정   경 (사)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 소장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한만희 前국토교통부 차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 외 
강사진

김인호 국립서울현충원

김왕직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노기원 노기원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

신달자 작가·시인

양윤재 KAIST 석좌교수 (前서울시 부시장)

오진권 이야기있는외식공간 대표

이명식 동국대 건축학전공 교수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 관장

이상정 前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EESTIMABLE 
FACULTY
2. 국내최고의 교수진 

건설, 사업관리, 경영, 교양 등 각 분야 최고 수준의 덕망있는 

교수진이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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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워크샵

국내 워크샵을 통해 원우들간의 팀워크를 다지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건설정책 대안을 토론

레크레이션 (친교의 시간)

특강

해외 워크샵

해외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건설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설기법 및 경영 등의 지식을 습득하여 최고

경영자로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

•일본 동경대학 2009. 10

•일본 시미즈건설연구소견학 2009. 10

•중국(홍콩), 현대건설 현장방문 2010. 5

•싱가폴 국립싱가폴대학 (NUS)
현대, 삼성건설현장 2010. 11

•중국(상해), 진마오타워, IFC견학 2011. 5

•일본 시라야마 2011. 10

•싱가폴 국립싱가폴대학 (NUS)
삼성건설 현장 2012. 4

•일본 후쿠오카 2012. 10

•필리핀 마닐라 2013. 4

•중국 성도 2013. 11

•중국 서안 2014. 5

•일본 나오시마 2014. 11

•베트남 하노이 2015. 5

•홍콩 시립대, 심천 2015. 1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6. 5

•중국 상해, 항주, 오진 2016. 11

4. 7 ~ 8 청우개발 (강원도) 

10. 7 ~ 8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2011

4. 25 ~ 26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10. 17 ~ 18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2014

4. 7 ~ 8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10. 5 ~ 6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2012

4. 24 ~ 25 센추리21cc (강원도)

10. 2 ~ 3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2015

5. 10 ~ 11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10. 4 ~ 5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2013

4. 1 ~ 2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10.14 ~ 15 청우CC(강원도)
2016

SSocial&Global 
Activity
3. 다양한 교외활동  

정기 워크샵 및 해외 세미나와 견학 등을 통해 전략적인 

Global 리더로서의 소양을 함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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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사 방문

원우회사를 방문하여 건설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현안의 문제들을 토론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장

교우 활동

수료 후 지속적인 교우 활동 및 친교활동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 구축

•16기 최해권 원우회사 (포천) 방문 2010. 8

•16기 이동찬 원우회사 (안동) 방문 2010. 10

•17기 최성림 원우회사 (양산) 방문 2011. 1

•17기 서현길 원우회사 (춘천) 방문 2011. 6

•18기 문길천 원우회사 (전주) 방문 2011. 7

•19기 전연수 원우회사 (해남) 방문 2011. 12

•총교우회 골프대회 (매월 골프대회)

•총교우회 산악회 (매월 등반대회)

•총교우회 송년의 밤

•총교우회 임원진 월례회의 및 조찬회

•총교우회 홈페이지

http://ceo.korea.ac.kr

•19기 이병관 원우회사 (파주) 방문 2012. 1

•19기 전병곤 원우회사 (익산) 방문 2012. 7

•20기 서상석 원우회사 (안산) 방문 2012. 8

•20기 정기상 원우회사 (경기도 광주) 방문 2012. 11

•21기 신윤섭 원우회사 (대전) 방문 2013. 1

•22기 김준연 원우회사 (필리핀) 방문 2013. 4

•21기 김진영 원우회사 (서울) 방문 2013. 6

•22기 김정윤 원우회사 (국방부) 방문 2013. 10

•22기 이승우 원우회사 (문경) 방문 2013. 11

•25기 임종운 원우회사 (전주) 방문 2015. 8

•28기 강대남 원우회사 (평택미군기지) 방문 2016. 7

12

TTiger 
Community
4. 끈끈한 교우 네트워크    

고려대 교우 “안암골 호랑이”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지속적인 결속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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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서울역에서 오는 법
•택  시 : 20분 소요

•지하철 : 25분 소요

서울역(1호선) - 동묘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4번출구

지하철역 출구안내
•6호선 안암역 4번출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자연계 지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는 법
•택  시 : 30분 소요

•지하철 : 30분 소요

고속버스터미널(3호선) - 약수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4번출구

용산역에서 오는 법
•택  시 : 30분 소요

•지하철 : 30분 소요

용산역(1호선) - 동묘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4번출구

김포공항에서 오는 법
•지하철 : 김포공항역(공항선) - 공덕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4번출구

•리무진 버스 : 6101번(수락터미널방면) - 고려대역, 숭례초교정류장 하차

6호선 안암역

의료원
(안암병원)

❹번 출구 

Recommendation  

재학생 추천의 글 

재학생 추천의 글

대성강업 (주)
대표이사

조 원 선
28기 원우회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은 사회지도층의 저명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교육내용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과 국내 건설환경에 비추어 교육생들이 건설경영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활동은 물론 개인 재테크 활동에도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수를 중심으로 전반기는 선배기수와, 후반기는 

후배기수와 한 학기를 같이 수업하는 1년 과정으로 진행돼 입학하면 3개 기수와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대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이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 30기 원우로 많이 지원하셔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건설경영자과정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훌륭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도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장

최 태 진
29기 원우회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 교육생들의 건설경영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활동 재테크에도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독특한 학기제 운영으로 동기원우 뿐 아니라 전임 선배기수와 후배기수까지 함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의 인맥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고려대 공학대학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지원을 하시길 바라며, 본 과정 지원하시는 것을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것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