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최고전문가과정
기업경영과 법



모집인원 ◼ 40명 내외 

교육대상

•기업경영에 관심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기업경영에 관심이 있는 국회, 법원, 행정부 공무원
•기업경영인, 임원 및 부서장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및 부서장
•기타 위와 동등한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육내용

◼ 교육기간 : 2017. 9. 7(목) ~ 2017. 12. 21(목) 매주 목요일(16주)

식  사 1 9:00 ~ 1 9:50
1 교시 1 9:50 ~ 20:50
2 교시 2 1:00 ~ 22:00

◼ 교육일정 : 입학식 : 2017. 8. 31(목) 19:00
 국내워크샵 : 2017. 10. 21(토) ~ 10. 22(일)
 수료식 : 2017. 12. 21(목)
 ※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학자격 증명서류  

◼ 사진 2매(3.5 × 4.5㎜) / 이메일 접수 시 사진파일 첨부 요함 

2017학년도

최고전문가과정
기업경영과 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법학과 경영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경영과 법」 최고전문가과정생을 모집합니다.

등  록  금

◼ 5,500,000원 

※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IHCF 회원의 경우 50만 원 할인
※    등록금에는 매주 강의 전 석식비와 워크샵 비용 포함
※    공무원의 경우, 등록금액을 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책정함

문       의
◼ 법무대학원 행정팀 T. 02)2123-3803
◼ 홈페이지 lawschool.yonsei.ac.kr

모집일정

◼ 지원기간 : 입학식 전까지 수시모집 
•우편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광복관 206호 (우)03722 
•email접수 : yj0212@yonsei.ac.kr

※    원서는 홈페이지(lawschool.yonsei.ac.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요청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우편 및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 등록기간 : 입학식 전까지 수시등록



교육과정

강의주제 강사

입학식 및 입학기념 특강 김상근(연세대 교수)

동북아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문정인(연세대 명예교수)

기업재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최원욱(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고전에서 배우는 전략수립과 위험관리 박재희(포스코전략대학 교수)

기업분쟁의 해결 : 협상전략과 ADR 김철호(전 서울대 경영대학 협상학 교수)

Compliance의 국제적 흐름과  

기업의 준법시스템 구축방안

백승재(EY한영회계법인 전무, 변호사) 

이완근(KCC, 준법지원실 실장)

M&A의 주요쟁점 및 전망 이성훈(KL Partners,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쟁점 및 전망 홍복기(연세대 교수, 전 부총장)

경제개혁과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및 전망 신현윤(연세대 교수, 전 부총장)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시장의 미래 김옥찬(KB금융지주 사장)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미래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

지식재산권과 문화산업의 미래 남형두(연세대 교수)

기업경영과 세무전략 박정우(연세대 교수, 전 세무학회장)

형사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김경수(변호사, 전 고검장)

위기상황에서의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박영숙(플레시먼 힐러드 대표)

기후변화와 기업의 대응 박덕영(연세대 교수)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대응

수료식
김영석(EY Advisory PI FSO 파트너)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82-2)2123-3803~4     Fax:(82-2)2123-8644     
http://la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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