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교육일정

구분 일 시 주제 교육 내용 강 사

1 3/7(수)

1.
기업경영의

기초

개강식 오연천
(울산대 총장)

2 3/14(수)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조윤범
(콰르테 엑스 리더)

3 3/21(수)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대응방향 온기운
(숭실대 교수)

4 3/28(수) 경제 대전환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김대기
(前 대통령 정책실장)

5 4/4(수)

 2.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초경쟁환경과 성공기업의 조건 정필영
(변화경영연구소 원장)

6 4/11(수) 디지털 기술혁명과 한국경제 위기진단 강정수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7 4/18(수) 포노사피엔스시대와 4차산업혁명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8 4/25(수)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이해 박지순
(고려대 교수)

9 5/2(수)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박종하
(창의력연구소장)

10 5/9(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을 찾아서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이사)

11 5/16(수)

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

약속의 리더십 최종택
(초이스인재개발연구원장)

12 5/23(수)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과 성공 전략 박희준
(연세대 교수)

13 5/30(수) 디지털시대의 조직혁신전략 김경준
(딜로이트안진경영연구원장)

14 6/5(화) 만평으로 바라본 세상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5 6/12(화) 기업 성공사례 혁신기업 CEO
16 6/20(수) 골프에서 배우는 기업경영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장)
17 6/27(수) 수료식초청강연 : 행복한 리더를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교수)



강사진 약력
(성명 가나다순)

구분 성 명 현 직업 학  력

1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이사
한양대 경제학사

연세대 마케팅학 석사
삼성경제연구소,삼성비서실,삼성인력개발원 근무

2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독일 Berlin Uni. / Witten Uni. 경영학박사

3 김경준 딜로이트 안진 경영연구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사, 석사
틸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4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장
원광대 학사

SERI선정 대한민국 명강사
SERI 상상의 달인 선정

5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수석, 통계청장

서울대 학사, 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6 박지순 고려대 교수 고려대 학사/석사
독일 Augusburg Uni. 박사

7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대 회화과 학사

서울대 미술교육학 석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장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8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소장 고려대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9 박희준 연세대 교수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사, 석사, 공학경영박사

10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교수
경북대 의학사, 고려대 의학박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대한불안의학회 
회장

11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뉴욕대 재정관리 석사, 박사
전 서울대 총장, 이사장

12 온기운 숭실대 교수
일본 고베대(상학박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자원부 장관 자문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3 정필영 변화경영연구소 원장 경영컨설턴트, 
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14 조윤범 콰르테 엑스 리더
편곡자 겸 바오올리스트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진행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주말DJ

15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대 공학사
워털루대학 기계공학박사

16 최종택 초이스인재개발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교육/학사
인하대 교육사회학/박사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