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기 2020년 3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제19기 2020년 9월 25일 ~ 2021년 3월 26일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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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차국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EPM 운영위원장

박준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PM 주임교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기획,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유지 등 각 기능별, 부문별
효율성 제고에는 성공하여,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 기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사회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유기적·거시적 종합 경영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프로젝트 성과 확보와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가 육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획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EPM) 과정은 2010년 개설 이후 1기부터 현재 17기까지 성공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 기수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진 및 최고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강사진과
철저한 학사관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급전문가 과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연구 성과 공유 및 평가 후 공인 엔니지어링 프로젝트
매니저 (Certified Engineering Project Manager: CEPM) 인증을 수여합니다.
EPM 과정은 고급 PM 전문역량을 개발,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건설, 플랜트,
항공우주, 조선해양, ICT, 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 전 영역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능력을 갖춘 글로벌 고급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신지식을
겸비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체 전문 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고급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EPM 과정이 세계 최고의 고급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과정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가치창출

공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CEPM 자격 인증”

(Certified Engineering Project Manager)

글로벌 스탠다드
이론적 기반

EPM

현장 주도형
실무역량 제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량을 갖춘 글로벌 공학기술 리더 요구 증대
첨단기술 융복합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신사업 개척

혁신인재 양성

과정의 특징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고급전문가 과정

쪾 PM 고급실무 심화학습 : 프로젝트 사례연구, 토론식 문제해결 등 MBA식 학습
쪾 임원 승진을 위한 필수역량 학습 : 프로젝트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등
쪾 최첨단 시설의 실시간 화상강의와 해외 전문가 초빙 : 글로벌 최신동향과 정보교류

서울대학교만의 고급전문가 통합프로그램

쪾 이론과 실무의 통합 :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국내외 최고 실무 전문가 참여
쪾 강의주제의 통합 : 책임교수 강의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의 일관성 확보
쪾 프로젝트의 통합 : 메가 또는 멀티 프로젝트의 조직 거버넌스 정렬 및 통합역량으로 지속적인 프로젝트 성과창출

서울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과 평가시상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CEPM) 인증서 수여

쪾 체계적인 평가와 심의를 통한 수료와 시상제도
쪾 수료와 동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및 EPM 동문회 가입과 교류활동
쪾 CEPM 인증후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EPM 컨퍼런스 사례발표 등 전문가 활동
▲ CEPM : Certified Engineering Project Manager

프로그램 모듈
법과 금융

프로젝트 조달과 계약
프로젝트 클레임과 보험
협상과 중재·소송
프로젝트 금융조달

고객과 영업

전략경영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마케팅과 영업
다문화의 이해와 적응
HSE와 윤리

프로젝트 거버넌스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리스크 식별과 대응
전략적 PM 정보시스템

소통과 협업

기술과 사례연구

프로젝트 리더십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팀빌딩과 팀웍
PM 소프트스킬과 4D 시스템

PMC

스페셜 토픽
최신기술 동향과 사례
사례연구 지도와 성과공유
사례연구 발표와 평가
EPM

역량

네트워크

프로젝트 기획과 개발
글로벌 PM 표준과 적용
PMC 프로세스와 방법론
최신 PM 트랜드와 이슈
*

콩그레스와 컨퍼런스
와인과 글로벌비즈니스
스트레스 워킹테라피
글로벌 PM부트캠프
EPM

강의 60시간 + 과제수행 및 분임토의 20시간 + 사례연구 10시간 + 행사 45시간(워크숍/콩그레스/세미나/네트워크/OT/입학수료
/평가발표/졸업사정) + 글로벌부트캠프 30시간
EPM

핵심역량

EPM

쪾 인프라 PM
쪾 플랜트 PM
쪾 에너지 PM
쪾 연구개발 PM
쪾 정보통신 PM
쪾 법률금융 PM
쪾 맞춤형 PM

EPM Core
Competency

PF&I

PD&D

프로젝트 디자인
& 디벨로퍼

PM&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컨설턴트

운영트렉

프로젝트 파이낸스
& 인베스터

*

도로, 철도, 교량, 수자원, 도시개발 등
석유화학, 발전, 환경, 조선해양 등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자동차, 항공우주, 신약개발 등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
법무, 금융, 보험 등

맞춤형 PM 트렉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최소인원 10명이상)
운영사례: 현대엔지니어링 EPM (2013~2015), 현대자동차 EPM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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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운영
EPM

차국헌
박준범
이현수
김영오
민경덕
박문서
박창우
서은석
송성진
심병효
윤용태
장범선
지석호

운영위원

위 원 장 | 공과대학 학장
주임교수 |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고 문 | 전 EPM 주임교수
운영위원 |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운영위원 |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운영위원 | 건축학과 교수
운영위원 | EPM 책임교수
운영위원 | 공전원 응용공학과 교수
운영위원 |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운영위원 |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운영위원 |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운영위원 |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운영위원 |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PM

수료자 소속기관

고등기술연구원, 공군본부, 국토교통부, 길화건업, 다산컨설턴트,
당진에코파워,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주기계,
대한항공, 도화종합기술공사, 동부CNI, 동부건설, 동성중공업, 두산
건설, 두산중공업, 두원EFC, 롯데건설, 멘티스, 바우컨설턴트, 빅토리
아빌딩관리단,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호, 수성엔지
니어링, 스페인대사관, SK건설, SK에너지, STX중공업, 에즈웰플러스,
ERICSSON-LG, 유신, 이산, 인천대교, 윈미디텍, 이노지오테크놀로지,
GS건설, 진흥기업, KCE엔지니어링,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태영건설, 평화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파이렉스사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
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해외기술공사, 한라산업개발, 한맥기술,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호텔신라, 홍익기술단, DB SCHENKER KOREA
※ 가나다순임

EPM

네트워크

과정은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진 그리고 국내외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EPM 과정 수료 후 고급전문가 전문 활동과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EPM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EPM

교류
활동

쪾정기총회
쪾신입생 환영회
쪾EPM 등산회
쪾EPM 골프회
쪾공과대 동창회 등반대회
쪾신년 및 송년 모임
쪾서울공대 회지 정기구독
쪾승진축하 및 경조사 등

전문
활동
쪾EPM 콩그레스
쪾EPM 컨퍼런스
쪾사례연구 발표 및 강의
쪾SNU EPM e-NEWS
쪾전문분과 위원회 구성
- 발전, 플랜트, 건설, 연구개발 등
쪾EPM 사례연구 성과 공유
쪾CEPM 글로벌부트캠프 등

과정 안내
교육일정
입학대상

교육기간 제18기 교육기간 : 2020년 3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제19기 교육기간 : 2020년 9월 25일 ~ 2021년 3월 26일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14:00~21:00 (6시간) 총 165시간(워크숍 및 해외연수 포함)

·1교시 : 14:00~16:00 ·2교시 : 16:00~18:00 ·저녁식사 : 18:00~19:00 ·3교시 : 19:00~21:00

지원자격 경영, 기술, 연구개발, 영업, 금융, 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글로벌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급
모집영역 건설, 플랜트, 조선해양,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전기, ICT 등 엔지니어링 기반기술 산업 전분야
입학정원 30명 내외 (맞춤형 PM 트렉은 10명 이상시 가능)
교육비용 950만원 (자치회비 및 해외연수 비용 별도)
원서접수 상시접수
일정
제18기
제19기
모집일정
2020년 9월 11일(금) 개별통지
합 격 발 표 2020년 3월 13일(금) 개별통지
등 록 마 감 2020년 3월 20일(금)
2020년 9월 18일(금)
입 학 식 2020년 3월 27일(금)
2020년 9월 25일(금)
수 료 식 2020년 9월 25일(금)
2021년 3월 26일(금)
지원방법 홈페이지(http://epm.snu.ac.kr 또는 www.gece.or.kr)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이메일(sy1101@snu.ac.kr) 송부
입학 및
프로그램 문의 박창우 책임교수 cwpak@snu.ac.kr / 010-4095-0405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4층
EPM 교육장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8동) 찾아오시는 길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5511번 버스 이용 - 공대입구 정류장 하차
5513번 버스 이용 - 신소재공동연구소 정류장 하차
낙성대역 4번 출구 GS정유소 옆 골목길로 내려와 02번 마을버스 이용 - 신소재공동연구소 정류장 하차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SNU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Program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129호 EPM사무국
전화 02-880-1715 이메일 sy1101@snu.ac.kr 홈페이지 http://epm.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