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SAUDER
한국 최고경영자과정
(EXECUTIVE EDUCATION
KOREA PROGRAMS)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소더 경영대학 (The Sauder School
of Business)은 캐나다의 선도적 경영대학 중의
하나로 꾸준히 세계 상위권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캐나다의 세계 시장 관문이자,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부 해안지역에
깊은 뿌리는 두고 있는 UBC Sauder는 국제 실업계에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UBC Sauder Executive Education은 밴쿠버 도심의 롭슨 광장
(Robson Square)에 있습니다.

오랜기간 쌓아온
한국에 대한 전문성
1908년 설립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연구
및 교육 기관 중 하나로서 58,300명 이상의 학생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과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 지속 가능성 및 연구 상업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서
UBC는 캐나다 국내 3위, 또 공립대학으로서 세계 순위 20위권 내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UBC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은 UBC 학생회 내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 현지 학생들이 한국계 학생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협력을 통해 UBC는 아래 서술된 한국 정부 기관 및 대학 등과 소중한 파트너십을
개발해왔습니다.
•

서울대학교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KIST)

•

고려대학교

•

인하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국 과학 기술원 (KAIST)

•

경희대학교

•

한국 가스 공사

•

부산대학교

UBC SAUDER는 세계에서 최고 상위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UBC Sauder 는 질적 평가의 국제적 벤치마크를 주도하고 있는 AACSB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경영대학 중 상위 1%의 학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Network for Advanced
Management (GNAM)의 멤버로 선정된 캐나다의 유일한 경영대학이며 UBC Sauder 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합니다.

UBC SAUDER 최고경영자 과정(EXECUTIVE EDUCATION) 소개

• Financial Times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경영자 과정(executive education) 중 하나
• 현재 북미에서 제공되는 가장 큰 규모와 다양한 경영자 과정
• 40년 이상 시행된 경영자 과정
• 매년 연수를 받은 경영자 수: 2,000명 이상
• 연간 연수 기업수: 700기업 이상
• 연간 제공 강좌 수: 140개 이상
• 수상 경력을 보유한 UBC Sauder 교수진의 논문은 캐나다 내 교육기관의 연구논문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구 논문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영자 과정 (executive education)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 받음
매년 Financial Times (FT)는 연간 전문성 개발 기관
조사를 통해 UBC Sauder Executive Education을 세
계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UBC SAUDER EXECUTIVE EDUCATION 의
분야별 순위

A world leader in Execu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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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한국 경영자과정
(KOREAN EXECUTIVE PROGRAMS)
UBC와 Sauder 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같은 우수한
여러 한국 대학과 함께 탄탄한 강의 및 연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UBC Sauder의 Korean Executive Program은 1990년대에 개시된
후로부터 한국 정부, 서울시, LG 그룹, 삼성, 포항 제철, 한국중공업,
대홍 커뮤니케이션 및 한국 텔레콤과 같은 선두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수립해왔습니다.
UBC Sauder는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관문으로 볼 수 있는 BC주
밴쿠버에 위치하여 한국 경영자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경영자
과정)을 위해 가장 위치적으로 적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밴쿠버
실업계와의 유대관계,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 및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UBC Sauder는 연관 경영사례 검색, 현장 방문 주선, 초청
강사 초대 및 문화 활동 주최 등의 활동을 탁월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UBC Sauder는 각 고객의 개별 협력
과정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니즈를 파악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본 과정은 UBC 다운타운 밴쿠버 캠퍼스인 Robson Square와 UBC의
Point Grey Campus 에서 주요 진행되는 주요 비즈니스 강의 및 세미나,
현장 방문, 선두 기업 및 정부 기관과의 패널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HAT WE OFFER
UBC Sauder Executive Education은 맞춤형 경영자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대규모 단체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한국인 경영자 교육과정은 개인의 니즈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일주일에서 최대 2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및 특정분야, 기능적 기술과 같은 여러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아래 2년제의 1+1
매칭 프로그램 경영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MPLE PROGRAMS
1+1 매칭 프로그램
•대
 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청과 협력한 1+1 매칭 프로그램은 UBC Sauder
경영대학의 2년제 과정 입니다. 경영, 경제, 공공 정책수립 및 기타 연관
분야를 학습하며 각 참가인이 해당하는 분야 중 전체적으로 추후 발전에
기여될수있는 Industry Project를 마감하는 것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SAMPLE CLIENTS

• 현 수료증 과정에는 다음 두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
 공 부문 경영 수료증
(Certificate in Public Sector Management)
•세
 계 무역 및 국제 경영 수료증
(Certificate in World Trade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서울대학교
• 일반경영자 및 기능경영자를 위한 EMBA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
(3일 과정)
• 전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니셔티브 개관, 자연 자본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개요 및 청정 기반시설 투자 개론

KT (한국 텔레콤)
•U
 BC Sauder와 한국 텔레콤의 7년 합작 프로그램으로서 UBC에서 운영되는
한국 텔레콤 경영 연수 과정

서울특별시청
LG 그룹
삼성
KT (한국 텔레콤)
POSCO
KMAC (한국
능률협회컨설팅)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기술 경영
전문대학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씨티뱅크 코리아

대홍 커뮤니케이션
• 관리자 및 고위 경영자를 위한 대홍 마케팅 및 브랜딩 경영 프로그램
(2주 과정)

한국중공업
대홍 커뮤니케이션

세계 최상급의 교수진
UBC Sauder는 Financial Times에 의해 북미에서 가장 “국제적인 교수진“
부문 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권위있는 출판물에 의해 “세계
대학 랭킹 2016, 2017 경영학 및 경제학“ 부문 캐나다 제 1위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영학, 재정학, 회계학, 경제학과 부문은 교수 (teaching) 및
연구의 우월성을 토대로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2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 100명 이상의 우수한 학자들로 이루어진 UBC의 교수진은 탁월한 연구,
혁신적인 교수 및 활발한 비즈니스 봉사활동 등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수진, 분야별 전문가, 경영인으로 구성된 UBC Sauder
경영자 과정은 캐나다 내 그 어떤 경영 연수교육 중에서도 학비 대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경영 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변화를
추진하고 전 세계 업계를 형성해 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양권에서 폭넓은 국제 연구 및 교수 경력을 가진 UBC Sauder의 교수진 중
몇몇을 소개합니다.

DARREN DAHL

Darren Dahl
BC Innovation Council Professor
Strategy, Creativity &
Consumer Behaviour
UBC Sauder marketing professor
Darren Dahl ranks #1 in the world
for marketing research

UBC Sauder 교수진의 Dr. Dahl 은 Senior Associate Dean 입니다. Dr. Dahl
의 주요 업적 및 관심 분야는 마케팅 전략, 기업가 정신 및 창의력입니다.
Stanford,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Rotman),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강의하였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Harvard,
INSEAD,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ornell and Queen’s에서
프레센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Dr. Dahl은 최상의 마케팅 논문지를
통한 연구 발표에서 세계 1위에 선정 되었으며, Procter & Gamble, General
Electric 및 Lululemon Athletica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광범위한 자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ANIEL SKARLICKI

Daniel Skarlicki
Edgar F. Kaiser Chair of
Organizational Behaviour
Leadership & Workplace
Performance

Dr. Skarlicki 는 UBC Sauder의 Edgar F. Kaiser Chair of Organizational
Behaviour 입니다. Dr. Skarlicki의 주요 업적 및 관심 분야는 조직 공정성, 업무
현장의 성과 및 리더쉽이며 HEC Paris 와 University of Toronto (Rotman)을
포함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습니다. Dr. Skarlicki는 Solectron
(Suzhou, China), 캐나다 정부, 온타리오 주 정부, Cathay Pacific Airlines,
Roland Berger Consultants, Pfizer, Glaxo, YMCA, Royal Bank 그리고 TELUS
와 같은 기업에서 25년 이상 경영, 자문 및 인력 양성을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ANGHOON LEE
이상훈 교수님은 도시 및 부동산 경제학 그리고 공공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요 연구 관심사는 부동산 세금이 집값과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삶의 질의 차이가 국가간 이민에 미치는 영향 등이고,
입학정책이 대학 입학자들의 소득, 인종, 그리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UBC Sauder 경영학교의 전략 및 비즈니스
경제학 부문과 Philip H. White Chair in Urban Land Economic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최고 경영자과정 한국 1+1 Matching Program의 필수적인
Academic Director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Sanghoon Lee
Associate Professor, Strategy
and Business Economics.
Philip H. White Chair in Urban
Land Economics

TAE OUM
Dr. Tae Oum은 1998년부터 2016년 사이 UBC의 Sauder School of Business
에서 교통물류 (Transport & Logistics)의 UPS Foundation Chair Professor를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하였으나 최근 UBC Sauder School of Business
의 운영 및 물류 부 (Operations & Logistics Division)의 Professor Emeritus
로 임명되었습니다. Dr. Oum은 교통물류 분야의 자본 환경 및 전략적 경영
이슈가 전문이며 the Asia Pacific Trade Council of British Columbia를
위한 Korea Market Advisory Group, World Bank, OECD 및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를 포함한 다수의 캐나다 및 외국 정부 기관 그리고
국제기관에 자문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그의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공헌으로 대한민국 훈장을 수령 하였습니다.
Tae Oum
Professor Emeritus, Operations
and Logistics Division.
UPS Foundation Chair in
Transportation

OUR TEAM
UBC Sauder Executive Education (UBC Sauder 경영자 과정) 에는 한국인 경영자 과정에 중점을 둔 풍부한
경력의 헌신적인 팀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디자인과 시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Bruce Wiesner

Dilla Wong

Jackie Howard

Anson Tung

Lynn O’Reilly

Associate Dean,

Director, Asia Business

Executive Education
+1.604.827.5544
bruce.wiesner@sauder.ubc.ca

Development & Programming

Director, Client Engagement
Executive Education

Director, Open Enrolment
Executive Education

Director, Digital Learning
Executive Education

+1.604.822.8262

+1.604.822.8269

+1.604.822.0693

jackie.howard@sauder.ubc.ca

anson.tung@sauder.ubc.ca

lynn.oreilly@sauder.ubc.ca

Executive Education
+1.604.822.9746
dilla.wong@sauder.ubc.ca

Kabir Mathur

Wendy Bishop

Sunny Lee

Imogene Huxham

Aurelia Ulanday

Associate Director, Business
Applications
Executive Education

Program Manager
Executive Education

Program Manager, Open
Enrolment
Executive Education

Senior Program Coordinator
Executive Education

Program Coordinator
Executive Education

+1.604.827.4604

+1.604.827.5714

+1.604.822.9860

imogene.huxham@sauder.ubc.ca

Aurelia.Ulanday@sauder.ubc.ca

+1.604.822.8498
kabir.mathur@sauder.ubc.ca

+1.604.827.5409
wendy.bishop@sauder.ubc.ca

sunny.lee@sauder.ubc.ca

Wanda He

Elsie Liu

Mandy Hu

Nasima Ramji

Amethyst Chen

Program Coordinator
Executive Education

Program Coordinator
Executive Education

Learning Advisor
Executive Education

Learning Advisor
Executive Education

Marketing & Sales Assistant
Executive Education

+1.604.827.4637

+1.604.827.4615

+1.604.822.6947

+1.604.822.1420

+1.604.827.0636

wanda.he@sauder.ubc.ca

elsie.liu@sauder.ubc.ca

mandy.hu@sauder.ubc.ca

nasima.ramji@sauder.ubc.ca

amethyst.chen@sauder.ubc.ca

Executive Education
UBC Sauder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1600-800 Robson Street, Vancouver, BC V6Z 3B7

더 자세한 사항은www.sauder.ubc.ca/exec_ed

exec.ed@sauder.ubc.ca |전화: +1.604.822.8400 | 팩스: +1.800.618.3932 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