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융.복합 CEO 과정 35기(1년 과정)모집 ▶

◈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변호사, 검찰,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개발회사, 건설회사 CEO, 일반회사 CEO, 공인중개사 등 불확실성시대에 대비하여 실무에서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 전문건축사, 건설회사의 개발회사로 변경, 차별화된 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

◈ 강의일정 및 요일 : 2021년 9월 – 12월 까지(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50분
◈ 공통사항 : 학력제한 없음 (단, 보험업과 주점 등의 주사업자는 제외 ) 
◈ 모집인원 : 후기 25명내외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정원 충족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http://pub.ajou.ac.kr) 또는 서류접수(Fax. 031)219-1587) 

또는
아주대 홈페이지 → 입학 →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최고위 클릭하여
HWP로 첨부된 원서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E-메일 주소: pub@ajou.ac.kr로
송부 가능

◈ 전형방법 : 철저한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을 위해 학력, 경력 등 모두 기재해야 함)
◈ 전 형 일 : 서류접수 순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입학인원 충족한 경우 조기 마감함)  
◈ 합격자 :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증명사진 1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전형료 : 60,000원, 본인명의 입금( 국민은행 808490-29-000097) 예금주 : 부동산공공최고위)

◈ 특전 :   아주대 총장명의 수료증, 아주대 병원 할인. 부동산 석사과목 수강가능
부동산 최고위 수료 후에도 원하는 특강 무료 수강 가능
부동산 최고위 수료 후 부동산석사과정 입학 시 수업료의 30% 감면

◈ 문 의 처 : 031) 219-3424(교학팀)

◈ 아주대 부동산 융복합 최고위의 특 장점

1) 제4차 산업혁명과 불확실성 시대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부동산 관리, 투자, 개발, 자금조달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

2)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의 공동개발 또는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개발,
투자 및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분

3)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가 프롭테크를 활용하여 프랫폼회사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원하는 분

4) 경매의 실전을 통한 싼 가격에 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
5) 제4차산업과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부동산트렌드 변화와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상태에서

경기회복시점과 유망업종 발굴을 통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
6) 최고위총동문회 회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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