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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Dean’s 
Message

leading 
to the Future -
GSPA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대학원으로 1959년 개교한 이래 1,571명의 

현직 고위공직자와 334명의 행정학 및 정책학 교수를 배출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2010년 2월 「공기업정책학과」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설된 「공기업정책학과」는 차세대 공기업CEO가 

될 핵심 중견관리자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춘 글로벌 

리더십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정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공기업정책학과」에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펼치십시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이  승  종



Vision 1

Global Scope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육

˙국내·외  현장연구 및 
    해외인적 네트워크 구축

Vision 2

Academic Excellence

˙최고 수준의 교수진 연구

˙우수한 교육환경 및 창조적 연구체제 

Vision 3

공공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1̇년 6개월 집중 프로그램
    (정규 석사학위 수여)

˙공공기관 핵심인력 집중 육성 

˙국내 최고의 네트워킹
최고의 글로벌 리더 양성

MPEP Vision

MPEP Program Overview

50년 역사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2010년 2월,
┌
공기업정책학과

┘
를 개설하였습니다.

공기업으로부터 교육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정규대학원 석사과정인 
┌
공기업정책학과

┘
는 

1년 6개월에 걸쳐 공기업정책학 석사(MPEP :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공공기관 중견관리자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하여 

공기업의 핵심인력, 공공부문의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교수진은 여러분을 조직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타 공기업 직원과 정부부처 공무원들과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설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
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최초이기에, 최고이기에 가치있는

공기업정책학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기업정책학과 
 소개

MPEP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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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in MPEP

정책과 경영을 융합하는 국내 최초의 교육 프로그램
국내 최초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공공부문의 차세대 리

더가 갖추어야 할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경영관리능력, 분석력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춘 글로벌리더십 구축 
학기별 국내외 현장 연구 등 살아있는 지식을 재충전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과목

MPEP Program

수업연한 : 1 년 6개월-1년(주간수업, 파견) + 6개월 (논문지도 및 작성)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 (12과목)

학기운영 : 본 과정 3학기 + 계절학기 2학기  수업형태 : 주간전일제      

주간전일제 
  (파견)

제 1학기

하계 계절학기

2018

2019

2018 ~ 2019

3월~ 6월

6월말~8월말초

9월~12월

12월~2월말

3월말~6월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12학점)

전공 필수(9학점)

학위논문 작성법

대학원 논문연구(3학점)

대학원 논문연구(3학점) + 논문작성

※ 각 전공별 전공심화
(공공관리 전공 / 공공정책 전공)

제 2학기

제 3학기

동계 계절학기

논문작성

학기 세부일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12학점)

국내 최고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동문은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리더로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정책학과에서는 국내 주요 공기업들에서 파견한 

다수의 핵심인재들이 수학하게 됩니다. 이들은 향후 각 공기업에서 차세대 리더

가 될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간에 긴밀한 정책 네트

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향후 경력개발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MPEP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프로그램 소개

MPEP
Program

    05



   
   

  

행정대학원 교수진

정치학박사 (노스웨스턴대)

정책학박사 (하버드대)

국제정치학박사 (옥스포드대)

행정학박사 (조지아대)

행정학박사 (오하이오주립대)

정책학박사 (미시건대)

법학박사 (괴팅겐대)

정책학박사 (하버드대)

사회학박사 (파리정치대)

경영학박사 (미네소타대)

언론학박사 (펜실베니아대)

경제학박사 (예일대)

정치학박사 (옥스퍼드대)

행정학 (Planning)박사(미시건대)

0
0

Student Profile

정책학박사 (시카고대)

정책학박사 (뉴욕대)

행정학박사 (미국켄트주립대)

행정학박사 (시라큐스대)

행정학박사 (조지아대)

정책학박사 (텍사스대)

경제학박사 (하버드대)

정책학박사 (버클리대)

행정학박사 (서울대)

정치학박사 (옥스퍼드대)

행정학박사 (피츠버그대)

행정학박사 (조지아대)

경영학박사 (워싱턴대)

행정학박사 (남가주대)

김상헌        

이석원      

김순은        

정광호        

전영한        

금현섭        

권일웅        

구민교       

엄석진        

M.Dostal      

고길곤        

이수영        

김봉환        

최태현        

 교수진 소개

MPEP
Faculty 공기업정책학과 그 중심에는

국제적 수준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이승종 원장   

최병선      

노경수        

김병섭       

김동욱        

최종원        

홍준형        

김준기        

임도빈        

박정훈        

우지숙       

박상인    

권혁주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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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학과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1년 6개월을 정신없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

간이 제 인생 최고의“변화와 시너지 극대화”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졸업 후 upgrade된 자신과, 든든한 MPEP

(공기업정책학과) network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미래의 진보된 진정한 공기업 CEO가 되기를 원하

신다면 지금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5점 만점 평가 기준)

543210

한국전력기술 윤혜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영일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는 타 MBA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래의 차세대 핵심리더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습을 원하는 분들께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는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Module식 교과과정, 최고 수준 교수진들의 열정, 이론을 실무에 연결 운용하는 다

양한 Program, 그리고 함께 수학하는 교우들로부터의 Learning 또한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변화, 발전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가장 적합한 배움의 선택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가 될 것입니다.

Interview With

Alumini

2011년 ~ 2017년 
졸업생 만족 평가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MPEP (공기업

정책학과)에 매해 다수의 공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인재들을 본교 공기업정

책학과에 파견하여 교육 지원하고 있

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

업정책학과에 학생을 파견 또는 파견 

예정인 공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심영수

공기업정책학과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설렙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동질감,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국

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빠르게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학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의 전

문적이고 열정적인 강의와 좋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려는 지원이 대단합니다. 학교생활 중에는 소모임을 통한 동기

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며, 졸업 후에는 지역모임 및 전체모임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생활에서 활력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공기업정책학과는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협약 공기업

Partnership 
with Public 
Enterprises

공기업은 핵심인재에 대한

전략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합니다

■ 교과목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 학습내용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 강의실 등 기타 시설물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 학사일정이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 이 학과를 친구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정말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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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학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공기업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영어성적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7. 12. 16)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영어점수가 TOEIC 625점 이상 또는 TEPS 

  501점 이상 또는 TOEFL IBT 71점 이상인 자 

※ 영어권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본인 선택)됨.

※ 영어점수 제출시 정기시험만 인정됨.(사내 토익 등 반영 불가)

 ■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입학 지원서 제출 (On-line) : http://admission.snu.ac.kr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 온라인 입학지원서

         - 전형료 납부 

       
          추가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
           - 입학지원서 및 수험표 1부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출력 가능)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소속기관장 추천서 2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영어 성적 증명서 1부 (최근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원천징수 영수증 1부

지원방법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06호 

Tel: 02-880-4298  http://mpep.snu.ac.kr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   모집단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   모집정원 : 총 75명

Step1

Step2

 입학안내

Admissions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홈페이지http://mpep.snu.ac.kr)

※ 추천서 양식다운로드 
  

※ 상세안내 http://www.teps.or.kr

※ 상세안내 http://exam.ybmsisa.com

TEPS 시험안내 일정표  

TOEIC 시험안내 일정표  

회차

337

338

339

340

343

341

344

345

342

시험일 성적발표일 인테넷접수기간

17.08.29(화)
pm 15:00

17.09.12 (화)
pm 15:00

17.09.26 (화)
pm 15:00

17.10.10 (화)
pm 15:00

17.10.31(화)
pm 15:00

17.1 1.14 (화)
pm 15:00

17.1 1.28 (화)
pm 15:00

17.12.12 (화)
pm 15:00

18.01.16 (화)
pm 15:00

17.08.13 (일)
am 09:20

17.08.27 (일)
am 09:20

17.09.09 (토)
pm 02:20

17.09.24 (일)
am 09:20

17.10.15 (일)
am 09:20

17.10.29 (일)
am 09:20

17.11.12 (일)
am 09:20

17.11.26 (일)
am 09:20

17.12.30 (토)
am 09:20

정기접수 17.06.26(월) am 10:00 ~ 07.31 (월) am 8시

특별추가 17.07.31 (월) am 10:00 ~ 08.24 (목) am 8시

정기접수 17.07.10(월) am 10:00 ~ 08.14(월) am 8시

특별추가 17.08.14 (월) am 10:00 ~ 09.06(수) am 8시

정기접수 17.07.31(월) am 10:00 ~ 08.28(월) am 8시

특별추가 17.08.28(월) am 10:00 ~ 09.21(목) am 8시

정기접수 17.09.1 1(월) am 10:00 ~ 10.16 (월)  am 8시

특별추가 17.10.16(월) am 10:00 ~ 1 1.09 (목)  am 8시

정기접수 17.08.14(월) am 10:00 ~ 09.18 (월)  am 8시

특별추가 17.09.18(월) am 10:00 ~ 10.12 (목)  am 8시

정기접수 17.09.25(월) am 10:00 ~ 10.30(월) am 8시

특별추가 17.10.30(월)  am 10:00 ~ 1 1.23 (목) am 8시

정기접수 17.10.30(월) am 10:00 ~ 11.27 (월) am 8시

특별추가 17.11.27(월)  am 10:00 ~ 12.27 (수) am 8시

정기접수 17.08.28(월) am 10:00 ~ 09.25 (월)   am 8시

특별추가 17.09.25(월) am 10:00 ~ 10.26 (목)  am 8시

정기접수 17.06.12 (월) am 10:00 ~ 07.17 (월) am 8시

특별추가 17.07.17 (월) am 10:00 ~ 08.10 (목) pm 12시

  ※ 최종 확정 전형일자는 추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홈페이지(http://mpep.snu.ac.kr)에서 모집요강 확인   

전형방법 및 일정(예정)

온라인 원서접수

2017.12.8(금) ~
12.15(금) pm17:00

추가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2017.12.8(금) ~
12.18(월)pm17:00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고사

2017.12.26(화) 

합격자 발표

2018.1.23(월) 

회차

235

236

237

238

239

240

241

시행일시 추가접수(인테넷)

  17.08.06(일)         
   am 9:30

17.08.19  (토)         
    pm 14:30

17.09.02 (토)         
pm 14:30

17.09.17 (일)         
    am 9:30

 17.10.21 (토)         
pm 14:30

   17.11.11 (토)         
pm 14:30

   17.12.03 (일)         
am 09:30

정기접수(인터넷)

17.07.19 (수) ~ 
17.08.01 (화)

17.10.25 (수)~
17.11.07 (화)

17.1 1.15 (수)~
17.1 1 .28(화)

17.10.04(수)~
17.10.17 (화)

17.08.30(수)~
17.09.12 (화)

17.08.16 (수)~ 
17.08.29 (화)

17.08.02 (수)~ 
17.08.15 (화) 

정기접수(접수처)

17.10.16 (월)~
17.10.20(금)

17.09.25 (월)~
17.10.22 (일)

17.11 .06(월)~
17.11. 10(금)

17.10.16 (월)~
17.11.12 (일)

17.09.25 (월)~
17.09.29(금)

17.09.04 (월)~
17.10.01 (일)

17.08.21 (월)~
17.08.25 (금)

17.07.31 (월)~
17.08.27 (일)

17.08.07  (월)~
17.08.1 1 (금)

17.07.17 (월)~

17.08.13 (일)

17.07.24 (월)~ 

17.07.28 (금) 

17.07.03 (월)~ 

17.07.30 (일) 

17.07.10 (월)~
17.07.14 (금)

17.06.19 (월)~

17.07.16 (일)

성적발표

17.08.16 (수)
  pm 17:00

17.08.25(금)
  pm 14:00

17.09.12(화)
  pm 17:00

17.09.26(화)
  pm 17:00

17.10.31(화)
  pm 17:00

 17.1 1.21 (화)
   pm 17:00

17.12.12 (화)
  pm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