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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동아시아CEO 과정을 개설하며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법학박사 류병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는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 동아시아 각국의 인재들을 선발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아시아의 글로벌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국제 법률 경영 중심의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중국은 경제 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미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베트남 등을 포함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은 6억이 넘는 인구와 자원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무한
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와의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이미 NAFTA와
EU를 넘어서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비롯 ASEAN 및 베트
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는 설립이래 이미 600여명에 달하는 법률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중국은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출신 등으로 구성된 졸업생들은 본교에서 2년 동안의 석사
교육과정과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국경과 문화를 넘어 끈끈한 형제애로 동아시아의 유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출된 졸업생들은 이미 자국 정부의 고위 관료, 변호사, 교수, 외교관 등으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는 2017년부터 동아시아CEO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
게 이러한 유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협력과 경
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상담, 투자협상, 투자계약, 현지법인의 설립 등과, 이 지
역에서 경제활동 및 무역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을 위해 보다 빠르고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본교의 동아시아CEO 과정은 여러분들의 해외진출과 경영활동에 소중한 자산
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많은 기업인분들에게 동아시아CEO 과정
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많은 참여로 귀 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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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진
류병화(TLBU 총장), 최명석(TLBU 교수), 최병훈(TLBU 교수), 이명근 (TLBU 교수)
정종욱(TLBU교수), 홍봉수 (TLBU 교수)
양장석(KOTRA 실장), 이규선(KOTRA 소장), 엄성필(KOTRA 처장), 박동형(KOTRA 아카데미 교수),
최병훈(KOTRA 이란진출지원단장)
한상대 (전검찰총장), 강주헌(대법원 재판연구관), 검사장급인사 및 고위관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진
장동희(전대사), 조성계(체육학박사),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표(대법원/외교관)
윤은기(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감주훈(KDI 전부원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석용(한남대 교수), 김채형(부경대 교수), 박찬호(부산대 교수), 김원오(인하대 교수),
심영석(인하대 교수)
임춘택(법무법인 대표), 양진영(법무법인 대표), 박형연(법무법인 대표), 이경현(법무법인 대표),
김용철(회계법인 대표), 최지광(회계법인 대표), 중국 법무법인 덕흥,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주한 라오스 대사관
주중 TLBU 동문회, 주베트남 TLBU 동문회, 주캄보디아 TLBU 동문회, 주라오스 TLBU 동문회
책임교수 : 최병훈 (TLB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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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East Asia CEO과정에서는
국제통상법, 국제경영, 인문학, 동아시아 문화, 건강, 생활체육 등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
들을 초빙하여 기업의 경영자 또는 미래의 경영자들에게 기본 교양 교육과 함께 동아시아 지
역의 무역 상담, 투자 협상 등을 안내합니다.

■

교육과정 주요 과목

국제 통상 관련

자유무역협정(FTA)과 ASEAN
동아시아의 투자 관련법
동아시아 시장의 원산지 증명과 무역
동아시아의 지적 재산권
ODA와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금융 및 부동산 시장

경영/경제 관련

2017년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1등 기업의 쇠락으로부터의 교훈
4차 혁명 시대의 기업전략
세금과 세무조사 대응
동아시아의 주력 시장 베트남
동아시아 시장과 디지털 통상
동아시아와 IT 기업의 진출 전략

일반교양
인문학, 시사

명사 특강
협상과 계약
한류문화와 동아시아
100세 시대의 재테크
글로벌 CEO 스피치
CEO의 100세 건강(부부특강)
스포츠 시사(부부특강)

동아시아 바로 알기

캄보디아 (외교관 특강)
중국 (외교관 특강)
베트남 (외교관 특강)
라오스 (외교관 특강)
신칭타이 시대의 중국
아시아의 마지막 프론티어 미얀마
깨어나는 대안 시장 캄보디아

특강

조찬 모임
국내 세미나 개최(1박2일),
해외세미나 개최(동아시아지역 필드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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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의 특성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아시아의 현지 법률 전문가. 주한 대사관 외교관,
한국의 전 현직 법조 고위 공무원, 고위 행정 공무원, 교수, 기업인, 외교관, 변호사들이
현지 무역 네트워크, 투자환경, 법률, 사회, 문화 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
하는 현지 실무 위주의 교육

본교 출신의 현지 법률 전문가 및 고위공무원들을 통하여 현지진출 및 무역 등의 장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network 구성하고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협력함(특히
중국을 제외하면 많은 학생들이 본국의 고위직과 혈연관계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현지에서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 제공)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외교관 각국의
TLBU동문회를 통하여현지 business 진출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 제공

한국 사회의 전 현직 고위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실 문제 및 장차 문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network 구성

■ 특전
1.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부여 및 동문자격 부여
2.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주최 각종 세미나,학술회의 문화 행사 제공 및 참가
3. 포럼 아카데미를 통한 컨설팅 및 자문
4. 동문회 및 원우회 , 동호회(골프 , 등산 등) 가입 및 행사 참석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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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모집인원

50여명

■지원자격(학력무관)
1.
2.
3.
4.

기업체의 CEO 및 임원
동아시아 진출 기업 및 진출에 관심이 많은 자
국가 기관의 고위 공무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의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동아시아 CEO과정에서는 기
존 CEO 과정과는 다른 특화
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미래
를 지향합니다

■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원서교부: CEO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후 사용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인원 충원시 조기마감

■교육 안내
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1년과정)
개강일장 : 2017년 3월 21일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등록금 : 600만원 (해외세미나 비용 별도)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주1회,오후 7시 - 8시30분)
※ 저녁식사 : 6시20분 ~ 7시 (40분)
5. 교육장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서울 서초구 현릉로 13
6. 학기중 국내 세미나 실시
※ 해외세미나는 희망자에 한하여 지도교수 동반 실시 예정
1.
2.
3.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여권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대표) or 재직증명서(임직원)

■홈페이지

http://eac.tlbu.ac.kr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2일 - 2017년 3월 10일
- 우편접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우) 10264
- 인터넷 접수
(이메일 : eac@tlbu.ac.kr)

■

연락처

조상진(부원장) 010-5273-5103
김상현(사무국장) 010-4106-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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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Us
Phone : 031) 960 - 1100
Fax : 031) 964 - 7190
Web : http://eac.tlbu.ac.kr
E-mail

: eac@tlbu.ac.kr
제작 : LYOU Sou-Hyung (2016/12/12)

230, Naeyu-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10264, Kore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우) 1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