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AMP) 입학식사
배움에 대한 열정과 배움을 실천하는 용기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시간을 할애해주신 내외
귀빈과 동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학자와 지도자들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은 생존의 문제”이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
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내세웁니다. 리더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쟁력이 그 회사의 운명
을 좌지우지하듯이, 세상에서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현
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더불어 현대산업 환경에서는 나눔의 미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
회》를 통해 공유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새로운 경제 시스
템인 공유경제가 자본주의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즉, 공
유경제의 원동력은 신뢰이며, 공유경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재능 교환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본원리처럼, 우리 최고경영자과정 입학
생과 모든 동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재능과 능력을 우리 강
원대학교 동문 전체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발전
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입학하신 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현장에서 일어
나는 생생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실용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위험 요소에 대
한 대응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980년에 설립된 최고경영자 과정은 30년 넘게 춘천을 시작으로 동쪽으
로는 삼척과 속초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서울과 경기에 이르는 중부권 최고
경영자 교육의 핵심적 산실로 3,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졸업하신 동문분들은 기업체, 관공서, 산업현장, 정치
계 등, 각계 각층에서 비중 있는 개척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더욱 더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강원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문과 우리 대학의 큰 자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의 교훈 아래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며, 경
쟁력을 높이고, 신명과 감동을 더하려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무대를 만들
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경영가치
를 창출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우뚝 서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
리며, 항상 최고경영자과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춘본 총동문
회 연합회장님과 서울 창조과정 서성호 회장님, 경기 명품과정 김승희 회
장님, 춘천 백령과정 유재근 회장님, 속초 설악과정 윤장원 회장님, 삼척
협동과정 공명식 회장님 등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