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기 글로벌 건설 CEO과정 모집안내

지원자격

금융권 경영자, 건설관련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교육기간

2022. 4~2022. 12 (1년, 2학기)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00~8:30

원서접수

2021. 12. 6(월)~2022. 3. 31(목)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전

제 60기 글로벌 건설 CEO 과정 신입생 모집

건설관련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건설관련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특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중앙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건설대학원 개설강좌 청강 가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GCCP 총동문회 정회원 자격 부여
배우자는 배우자과정 무료(수료증 수여)
중앙도서관 이용 가능
중앙대학교병원 이용시 학생 진료비 할인 적용

합격자발표 개별통지
등 록 금

400만원(학기당)

문 의 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글로벌건설CEO과정
TEL

02-820-5057

Email

annapark8323@cau.ac.kr

Homepage http://www.caugsce.org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208관(제2공학관) 110호 06974

Global
Construction
CEO
Program

Global Construction CEO Program

GCCP

국내 최초 최대 최고 건설인 동문 네트워크
30년 전통의 3천 명 이상이 함께하는 골프, 등산 다양한 모임을 통해 건설 분야
의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건설 전문 경영인을 위한 커리큘럼
건설 분야와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강사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경
영 전문 지식과 전문 건설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 및 세미나
매주 수요일 수업 이외에도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실무 중심의 현장 맞춤형 학
습을 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ION 4.0

우리 대학은 1991년 국내 최초로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인 글로벌 건설 CEO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로 설립 31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59기 3,236
명의 인원을 배출하여 국내 건설산업 CEO 중 최대 인원을 배출하였습니다.
GCCP과정은 미래 글로벌 건설경영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건설경
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글로벌 건설 CEO
양성 과정입니다.
다양한 친목 행사와 총동문회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여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영인들 그리고 공무원 공
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실 분을 초대합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장 박규홍
글로벌 건설 CEO 과정은 국내 타 과정과 차별화된 30여 년의 오래된 역사와 강
사진, 3천여 명의 수많은 동문 등으로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동문 상호 간의 끈끈한 결속력과 친교를 통하여 전문 건설인으로서의 교양과
자질, 리더쉽 등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입학한 동문으로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GCCP 제59기 한국수자원공사 전 본부장 박태현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본 하수처리 공정의 미래
Post COVID-19 & Green Remodeling

GLOBAL CEO
해외 PPP 사업의 주요 법률적 및 실무적 쟁점

한반도 인프라 협력

INNOVATIVE CEO
건설산업과 4차 산업시대

SMART CEO
주식 시장 거품인가? 가계의 적정 자산 배분은?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의 부동산 상품의 특성분석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전략

HAPPY CEO
연습장에선 굿샷인데 필드에서 뒷땅치는 이유?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돌연사에 관하여
부동산 시장 영향요인과 시장 전망

스마트 물관리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