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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

대한민국 교육경쟁력 강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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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1905년 보성전문학교에서 시작한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에 설립된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敎育救國)이 학교의 교시입니다. 이를 위해 온 겨레가 정성을 

다해 교사(校舍)를 세웠고, 그곳에서 공부한 숱한 인재들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은 1968년 개원하여 전국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입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은 50년의 역사를 통해 1만3000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 온 명문 교육기관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육경영 AMP는 고려대학교의 유서 깊은 역사와 교육대학원의 교육지도자 교육 

노하우가 집대성된 최고의 과정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법, 경영, 교육 등 고려대학교의 학문적 전통이 배출한 

최고의 명강사들이 여러분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와 다가올 변혁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분들이 이미 교육경영 분야의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고, 학문적, 문화적 향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곳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정 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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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

풍부한 현장경험과 최신이론 및 미래를 예측하는

각 분야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형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상용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욱 고려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창기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흥식 고려대학교 생리학 교수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박정율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창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어도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남호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창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임도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종미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교수

정태구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교육대학원장)

조대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영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광식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한용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육경영 AMP 
교수진 소개

본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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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곤  KBS아나운서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권동수  카이스트 HRI연구소장

김광호  콤비마케팅 연구소장

김미성  ㈜엔트리컨설팅 대표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승진   (사)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협회장, 해양모험가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태흥  감정노동 연구소장

김홍신  작가, (전)국회의원

문용린  (전)서울시 교육감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전)카카오톡 홍보이사

박인혜  국악인

서우석  경인교대 교수

손   욱  (사)행복나눔125 회장, 

 (전)삼성인력개발원장, (전)농심회장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안지환  성우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산악인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지식생태학자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회장,

 (전)중앙공무원교육원장

윤태익  인경영연구소장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이미도  외화번역가, 작가

정   린  학습코칭 대표

정   철  카피라이터, 단국대학교 교수

허은아  예라고 대표이사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외부강사



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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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식

국내 합숙세미나

졸업여행

수 료 식

해외탐방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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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업

선·후배 만남의 장(한마음 축제/골프)

명사초청 특강

선·후배만남의 장(한마음 축제/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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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영 AMP 교우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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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용환
김진석
김태균
김형신
김홍중
나순호

(스카이맥학원 원장)
(㈜에이원에듀 대표)
(석선생영어학원 원장)
(㈜두앤비수학학원 원장)
(더레전드학원 원장)
(㈜올가교육 대표)
(㈜에이원에듀 대표)

강일성  (㈜봄날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기춘  (㈜세계로시스템 이사)
김은영  (G퍼스트어학원 원장)
김종훈  (잉코어학원 원장)
김진세  (㈜대교에듀피아 교육이사)
김태호 (㈜학문당 원장)
김형옥  (KJ홀딩스 대표)
남승국  (상상그룹아카데미 대표)
노영래  (강의하는아이들 판교학원 원장)

김경아 (CNPedu 원장)   
김금숙  (은평리딩타운프라우드7  
 어학원 원장)   
김용진  (와이제이 수학학원 원장)   
김자원  (㈜본플러스학원 원장)
김준형  (새올학원 원장)   

권순미   (버클리어학원 원장)
김경은   (수지청운학원 부원장)
김기태   (청진수학과학전문학원 원장)
김길주   (Good Edu 대표)
김여진   (㈜제일원 대표)
김형기   (마루 수학학원 원장)

문   숙
박귀영
박기순
박은희
박지영
변희창
복정규

(EIE고대 국제어학원 인천간석 원장)
(뮤엠영어샌디에고캠퍼스 원장)
(진산서당 원장)
(EIE고대 국제어학원 강동천동 원장)
(EIE고대 국제어학원 천안백석 원장)
(39인의 수학생각 대표원장)
(화정다빈치 차수학학원 원장)

문지원  (예랑학원 원장)
박광길  (송도페르마 원장)
박준석  (오산 교일학원 원장)
박중희  (㈜자유자재교육 대표이사)
박지혜  (수학마녀학원 원장)
박희종  (㈜소프트펍 대표이사)
백승민  (EIE고려대 국제어학원
 원플캠퍼스 원장)
부강호  (㈜삼성생명 팀장)

김지선  (주)씨브이티 일렉트로닉스 
남미영  (남명학원 원장)
류제선  (BMA 롱맨어학원 원장)   
명가은  (명가은 영어학원 원장)
문채은  (홍샘에듀학원 원장)   
박상운  (청담어학원 평택브렌치 대표)   

남선영   (흥덕차일드유 어학원 원장)
노혜림   (LMPS 원장)
박기범   (E.S영어 전문학원 원장)
박승철   (맑은숲국어논술전문학원 원장)
서혜민   (율량고려대국제어학원 원장)
송진형   (수학의봄 수학학원 원장)   

이훈희
임대원
장학수
정성윤
천장여
최선준
한수민

(제임스영어전문학원 원장)
(㈜세정 대표이사)
(달곰국어학원 원장)
(수지청운학원 원장)
(멘토학원 원장)
(문래용문플러스학원 원장)
(12월의 영광학원 원장)

윤   산  (㈜국풍2000 원장)
윤선희  (진국어학원 원장)
윤영진  (루트입시학원 원장)
이근영  (이레학원 원장)
이동준  (SJ Academy 대표원장)
이승은  (청어람학원 원장)
이영규  (참 좋은학원 원장)
이영분  (오름길수학교실 원장)
이재원  (에스지청운학원 실장)

윤   산  (㈜국풍2000 원장)
윤선희  (진국어학원 원장)
윤영진  (루트입시학원 원장)
이근영  (이레학원 원장)
이동준  (SJ Academy 대표원장)
이승은  (청어람학원 원장)
이영규  (참 좋은학원 원장)
이영분  (오름길수학교실 원장)
이재원  (에스지청운학원 실장)

이길호  (㈜타임교육 대표)
이상혁  (분석에듀 대표원장)   
이용운  (㈜공부선배 대표이사)  
이윤경  (수앤수학원 원장)   
이자경 (이자경수학학원 대표원장)   
이진규  (JK English 원장) 

이정미    (㈜서율학원 원장)  
이형근    알찬강의학원 원장
이혜원    EIE 청주산남캠퍼스 원장
장  웅    국풍2000학원 원장
장인숙   언어비전 국어전문학원 원장
정승준   하랑숲유치원/퍼니키즈밀 
             경영기획실 실장

한인숙
황미희
황인수

(㈜메가멘토스학원 원장)
(황통수학학원 원장)
(사천고등학교 이사장)

이정환  (㈜거산교육 대표이사)
이종규  (효자솔루션학원 원장)
이채연  (㈜명인에듀 대표)
이태진  (평택페르마학원 원장)
임현숙  (프라임어학원 원장)
조정훈  (새강학원 원장)
채    현  (자유자재학원 평촌분원 원장)

이태형  (KD경대학원 원장)
이현주  (리마인드 수학 원장)
정이조  (㈜정이조 영어학원 이사장)   
최효정  (설연고 학원 원장)

정승진   (㈜세계로시스템 이사)
조창훈   ㈜디셈버 글로벌 이사)
하성진   (㈜아드폰테스 대표)
한광훈 
홍재기   (에듀플랫컨설팅 대표)

신준호
심현철
안남재
오민아
윤정이
이성진
이원규

(㈜대신교육 대표)
(심슨어학원 이사)
㈜오투라인 대표)
(EIE고대 국제어학원 광주양산 원장)
(루시드스쿨 대표)
(노무법인파인컨설팅 대표)
(무한꿈터학원 원장)

서강석  (EM Institute 대표)
서은영  (무한꿈터학원 원장)
손병근  (㈜수학의 바이블 대표)
송낙천  (최상위 에듀학원 대표)
안주영  (아미 발레학원 원장)
양철웅  (광주 차일드유 올림수학
 학원 수학과 원장)
왕정미  (유학이룸 소장)
우기홍  (이보영의 토킹클럽 원장)

박하영  (㈜입시교육오늘 대표)  
성보용  (에스피에듀 이사)
송승주  (RTRC 어학원 원장)   
송태훈  (SG 청운학원 부원장) 
신민경  (㈜로얄로드 강사)   
오방식  (브레인학원 원장)   

신현민   (Mr.Shin's CLASS WORLD
             영어원장)
신훈영    (잉글리쉬존어학원 원장)
이경진    (대찬수학학원 원장)
이수미    (디바인영어학원장)
이은주    (퍼펙트잉글리쉬 원장)

19
곽병우   KS수학학원 대표원장
권후을   우성멘토영수단과학원 원장
김준호   ㈜세계로시스템 이사
김훈겸   ㈜에이플러스학원 원장

박경모   알티오라어학원 원장
박순우   ㈜엠코드학원 대표이사
배미나   이루다학원 원장
서해광   우리제일보습학원 원장

이수주   동탄 청운학원 교무부장
이승철   J스쿨 대표원장
이영운   더원학원(수학)부원장
이종헌   비상아이비츠학원 원장

이태경   MST교육그룹 교육이사
조아미   ㈜고스트에듀학원 강사
조인숙   튜터링랩 원장
한기주   한기주수학학원 원장

유현민   매티스트수학학원 원장
윤성훈   ㈜닥터윤영어학원 대표원장
윤용헌   분당대치우리학원 원장
이문열   진학학원 원장

(위듀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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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김한우 교육경영 AMP 제9대 교우회장

양채진 교육경영 AMP 담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육경영 AMP 교우회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기~19기) 600여명의 

교우가 수료하여 배움의 터에서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을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켜 선, 후배와 

동기간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받는 명실상부한 

교육경영 최고의 조직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앞서서 성공한 교육경영인들과의 만남으로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교육전문CEO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과정에서 뵙기를 희망하고, 멋진 

만남을 기대합니다.

본 과정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 처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고려대학교 교육경영 AMP 600여 교우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Back to the basic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AMP가 여러분을 기본에 충실한 마케터가 되는 길로 

안내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교육환경 및 정책으로 경영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교육경영자로서의 통찰력과 적응능력을 키워줄 리더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영 실전,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소양을 자극시킬 인문학, 

교육전문가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학 강의 등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와 수준 높은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불안해 하지 않고 장수하는 교육경영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유일한 최고 권위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AMP에서 다양한 멘토들과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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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

교육경영 전문가로 거듭나는 전문지식과

교육경영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고려대 교육대학원 AMP에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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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고려대학교 “교육경영 AMP”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보다 큰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모집인원  40명 내외

지원자격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교육경영분야에 관심있는분

교육안내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0:30 ~ 13:20 (강의 후 중식제공)

  교육기간 : 1년 과정 (매년 3월 2째주 수요일 개강 예정)

  강 의 실 : 교육대학원 AMP 강의실 (운초우선교육관 206호)

입시일정  매년 1월 초 ~ 정원 충원시 마감

접수방법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 및 합격통보 개별연락

과정 특전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교육경영 전문가 자격증 수여

  고려대학교 교우회 및 교육경영 교우회 회원자격 부여

              고려대 부속병원 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 이용시 감면 혜택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증 발급

기타문의  교육대학원 행정실

  Tel. (02)3290-1370,3   Fax. (02)926-9354

  담임 양채진: 010-5357-3385

  홈페이지: http://edugrad.korea.ac.kr

  E-mail: edugrad@korea.ac.kr

우편접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앞

인터넷접수
http://edugrad.korea.ac.kr 접속 후 → AMP(교육경영 AMP) 게시판 → 
모집요강 다운로드 → 원서작성 후 edugrad@korea.ac.kr로 메일 발송(첨부서류는 우편발송)

방문접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02-3290-1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