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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업가 Entrepreneur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혁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업가입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탄생시키는, 

전문가 양성의 요람입니다.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관점을 지닌 보육·투자 전문가, 탁월한 교육

역량을 갖춘 창업교육전문가, 그리고 혁신적인 신사업을 발굴해내는 벤처링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과 창업의 진수를 익혀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김  도  현  

“국내 최고의 

창업전문가 양성기관,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Dean's Message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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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Plan 발전계획

세상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업가 Entrepreneur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World Class 창업대학원 

•국내 최고 Entrepreneurship 연구 및 교육기관화 

•현장실습 중심의 글로벌 창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재학 중 창업 전문가 활동 지원 

•국내 창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선도 

•국내외 창업전문가 네트워크 중심 역할

•글로벌 선진 창업교육기관과 Dual Degree 진행중 

•국내외 최고 창업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 연계 

국내외 

최고 창업전문가

전문기관 연계 

국내외 

최고 수준의

창업전문가 양성 

실행 피드백 

상생적
시너지 

인적 교류 

비전 VISION

목표 OBJECTIVE

세계적 융합기반 창업 전문가 양성기관

Vision and Objective 교육목표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관점을 지닌 보육·투자 전문가, 

탁월한 교육역량을 갖춘 창업교육 전문가, 그리고 혁신적인 신사업을 발굴해내는 벤처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수한 창업 교육 

전문가 양성

글로벌 창업보육·투자

전문가 양성

벤처링 

전문가 배출

▶ Introduction ▶ Academic Information ▶ Extend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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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FORMATION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의 특성화 커리큘럼

국민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업보육 및 투자, 창업 교육, 벤처링, 3개 트랙(Track)으로 전문화하여 

각 트랙별 차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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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보육·투자
전문가 양성

벤처링 전문가 
배출

우수한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세계적 융합기반
창업 전문가 양성기관

Track 트랙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의 창업교육과정은 각각의 트랙(Track)에 따라 교육 목적을 달리합니다.

글로벌 창업보육·투자 트랙
•창업전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엔젤 및 벤처캐피털리스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창업보육, 기업분석, 기술평가, 투자평가 중심의 모듈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방법 및 이해, 해외 선진국의 창업투자/보육 시스템 분석

•현업 엔젤, 벤처캐피털리스트, 액셀러레이터와의 직접 멘토링과 실무분야의 업무 연계를 통한 실무지식 제공

창업교육 트랙
•창업지원 기관의 전문 컨설턴트 및 창업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창업학 이론교육, 케이스스터디 분석, 창업교육 및 컨설팅 방법론 중심의 모듈

•정부의 창업지원체계 이해, 해외 선진국의 창업교육/지원 시스템 분석

•각 대학 및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인턴십 제공

벤처링 트랙
•특화된 전문기술을 통한 벤처창업가 양성 및 기업의 신사업 개발 분야의 재직 및 경력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회발굴, 시장분석, 기술분석, 자금조달, 창업실행 중심의 모듈

•보유 및 관심기술에 따라 전문 멘토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개별 멘토링 시스템)

•관련 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기회 제공

Curriculum 교과목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창업지원 기관의 전문 컨설턴트 및 창업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트랙 공통필수 선택(트랙인정 교과목 포함)

글로벌 창업보육·투자 

기업가정신과창업

PEV–카우프만창업교육Ⅰ

창업투자론 보

엑셀레이션실무론 보

PEV–카우프만창업교육Ⅱ 벤 보교 

연구방법론

창업회계와재무 보교 

투자회수기법–M&A와IPO 보교 

창업케이스스터디

Corporate Ent.

Global Ent.

프랜차이즈실무론

중소기업정책론

기술사업화

전략과혁신 벤 보교 

소셜벤처창업론

고급연구방법론

Entrepreneurship seminar

논문연구Ⅰ ★★

논문연구Ⅱ ★★

논문세미나Ⅰ ★★ 

논문세미나Ⅱ ★★

인턴십Ⅰ ★★ 

인턴십Ⅱ ★★

인턴십세미나Ⅰ ★★ 

인턴십세미나Ⅱ ★★

엑셀레이션사례연구 ★

창업교육사례세미나 ★

시장과기술의흐름세미나 ★

창업교육

창업교육심리학 교 

창업교육방법론 교 

벤처링
신사업전략및신제품개발

론–NBD&NPD 벤  

교   창업교육트랙 인정 교과목

보   글로벌창업보육·투자트랙 인정교과목

벤   벤처링트랙 인정교과목

★ Coordinator (세미나) 교과목 ★★  인턴십 Ⅰ,Ⅱ 

인턴십세미나 Ⅰ,Ⅱ 

눈문연구 Ⅰ,Ⅱ 

논문세미나 Ⅰ,Ⅱ (3학기 이상부터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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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김종철  l  2015년 8월 입학_한국투자파트너스

벤처캐피탈이라는 분야를 처음 듣게 된건 2010년 첫 대

학원을 졸업할 때 쯤이다. 

VC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우연히 국민대학

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

다. 기존 창업대학원이 창업 교육 분야만 특화되어 특별

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

원은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글로벌보육투자, 벤처링 분

야의 창업의 모든 부분을 교육하고 있었다.

대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넓은 시야, 사람, 기회

이다. 기존 벤처캐피탈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

었으나, 창업 전반으로 시야가 넓히게 되었다.

시야가 넓어지니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

며 나의 관심사인 창업에 대해 맘껏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들 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대학원은 대외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과정을 통해 업계 동향 파악,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의 소양, 그리고 평소에 네트워크 

하기가 힘들었던 VC 등 창업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입학 후 2년 동안의 여러가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고 

대학원을 졸업하며 한국투자파트너스에 입사하게 되었

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대학원을 통해 얻을 수 있었

던 많은 경험들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VC 업계에서 의

미있는 사람으로 남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송효진  l  2015년 3월 입학_와이앤아처

대학교 창업동아리를 통해 무작정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

다.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

만, 창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고, 창업에 대

해 제대로 배워보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확실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자”라는 우리 

대학원의 슬로건에 입학때부터 매료되어 대학원 생활을2

년 내내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었고, 졸업 후 현재는 대

한민국 1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앤아처’에서 컨

설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엑셀러

레이터가 되기까지 많은 교수님들의 네트워크 지원과 원

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된 것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만의 특성화 커리큘럼

은 더욱 체계적으로 창업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

다. 기업가정신과 창업 과목을 통해 Entrepreneurship

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PEV-카우프만창업교육

을 통해 전문적인 창업계획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

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사업 전략 및 신제품 개

발론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 전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엑셀러레이션 사례연구를 통해 엑셀러레이터 역

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 원

우들과의 교류, 국민대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에 

대한 식견도 넓힐 수 있었고, 같이 고민하는 교수님들 덕

분에 많은 연구 활동을 포함해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었

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의 도움을 통해 저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자연스레 창업 분야 전문가로 제 모습이 변화되

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Introduction ▶ Academic Information ▶ Extend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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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교수진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교수진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임

김도현 경영학박사(University of Warwick), 공학박사(서울대) •전략과혁신

김종택 경영학박사ABD(동국대), MBA(Penn State University) •창업투자론, 창업회계와재무

이우진 창업학박사(중앙대), MBA(University of San Francisco) •PEV, 창업교육방법론

이종훈 기술경영학(MOT)박사ABD(한양대) •신사업전략 및 신제품개발론

황보윤 경영학박사(호서대) •기업가정신과창업, 연구방법론

객원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창업투자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Acceleration

권순영 모젯 대표이사 •창업

권혁태 쿨리지코너 대표 •Acceleration

금기현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창업교육

김동선 법무법인(유)화우 고문 •창업투자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국제관계학

김홍철 코스닥협회 상무 •벤처링

박범서 지암스튜디오 교수 •융합기술창업

서향희 변호사 •상법

정동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창업학

David Choi Prof.Loyola Marymount Univ. •Global Entrepreneurship

Julia Dilts Founder, Maverick Angels •Global Entrepreneurship

Mike Miller Founder, WildhorseLabs •Global Entrepreneurship

Professor Column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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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PROGRAM
다양한 실무와 교육 참여 지원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학문적 전문성, 실무 적용성, 글로벌화를 목표로 3개 전문 분야별 다양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20 21

Global Reach 글로벌 리치

학교와 현장, 국내와 해외,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혁신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글로벌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auffman Program  미국 Kauffman 재단의 FastTrac PEV 프로그램 국내화

2014년부터 국내 창업대학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FastTrac에서 20년 이

상 검증된 PEV(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 대학생용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교

육 과정을 도입하여 국내화된 프로그램으로 보급중 임

•PEV (Planning Entrepreneurship Venture)

•New Venture & Growth Venture Facilitator Program

Experiential Classroom  플로리다대학 창업교원 양성과정

창업 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Best Practice 사례를 통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창업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

•2015년 9월부터 선발학생 파견(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campus)

•교육비 지원

Global Startup Visit 
(해외연수)

•2014년 Shanghai •2016년 Beijing, Shanghai

•2015년 Hong Kong–Shenzen •2017년 Hong Kong

Testimonial 경험담

1 2

3 4 5

1 플로리다대학 EC프로그램 
2 상해 이노스페이스

3 PEV Certification 수여식

4 홍콩 W Hub

5 심천 HAXLR8R

한민정  l  2016년 3월입학_Experiential Classroom 프로그램 참가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

만 새로운 꿈을 찾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 입

학했고,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성장해 알을 깨는 경험도 

했습니다. 

첫 학기부터 카우프만 창업교육수업으로 창업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며 피칭도 했고, 교수님들과 다양한 정부과제 프로젝트

들을 수행하며 연구비도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기수 

원우님들과 교육 회사를 만들어서 기획 단계부터 실전 워크숍

까지 진행도 해봤고, KC Startup Festival에 출전해서 [창

업교육 비법노트 분야 우수상]을 획득하기도 했죠.

올해는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열린 Experiential 

Classroom에 참여해 세계적인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분야

의 학자들을 만나 교류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의 열정을 모

두 발휘했더니, 77명의 교수진 참가자들 중에서 단독으로 

[Igniting the flame award] 열정상도 수상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만 살았다면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회와 인

맥을 만나서 엄청난 자극과 영감을 받았고, 세상에 힘차게 나

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 와서 '앙트러프러너십'을 공

부한 것은 저의 인생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황금기회였

습니다. 저는 졸업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앙트러프러너십 

분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수자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 진학하셔서 

꿈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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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Student Activity 학생활동 지원

현장과 강의실을 넘나드는 탁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원우회 활동 지원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

엔젤클럽 인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자격증 취득지원 

•BI매니저 
•창업전도사 

1

4 5

2 3

1 Best Practice Forum-Mike Miller 
2 특강-정남이

3 특강-김정헌 
4 Entrepreneurship 교육 글로벌 세미나-Michael Morris

5 특강-이민화

유지훈  l  2016년 3월 입학_서울글로벌창업센터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해 많이 방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가졌었지만, 나만의 전문기술을 쌓고자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을 통해 얻은 다음 3가지는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첫 번째, 창업에 대한 이해입

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벤처링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학원 내에서는 벤처링 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 창업보육-투자 등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입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멘토 역할, 강

사 역할 등을 지원하여 대학원 졸업 후에도 얻기 힘든 기

회를 재학 중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

째, 대학원 교수님들과의 인연입니다. 대학원 입학 전 안

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

들의 조언과 관심 그리고 입학 후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저도 창업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의 도움을 받아 저는 현재 용산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창업센터에서 외국인 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정부용역 프로

젝트, K.Seed 동아리(창업보육-투자 동아리) 활동, 엔

젤클럽 총무, 멘토 및 강의 등을 하면서 창업 분야 전문

가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후 저

는 하고 싶은 꿈을 찾았고 내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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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숙  l  2015년 3월 입학_(주)더와이랩

나는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했다. 

돌이켜 보니,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서 나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음을 느낀다. 재학 

중, 나의 경력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기업가정신 강의

자로, 번역과 교재 편찬 멤버로, 연구원으로, 창업 멘토

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대학원에서 공부에만 머물지 않고, 대학원을 통해 세상

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론의 중

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는 덤으로 얻게 되

었다. 물론, 창업에 대한 가능성 또한 갖게 되었다. 종종 

과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로부터“일을 다시 시

작해야 할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라는 말을 듣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으니 그 곳을 

선택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권해 주고 싶다.

김성일  l  2014년 9월 입학_(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저는 학부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

해 ‘창업’, ‘기업가정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생각으로, 언젠가는 창업

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와 유명한 교수님들로 구

성된 우리 대학원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지원

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학부에서 느끼지 못한 신선

함과 충격이었습니다.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간접적으로 창업 프로세

스를 경험하는 ‘PEV-카우프만 창업교육’, 창업기업의 

전략과 혁신 이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

습니다. 이를 토대로 창업교육 전문가로 거듭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활동의 

기회가 있어 교수님들 앞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발표하는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와 Entrepreneurship 관련 행사

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습니

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내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발견

할 수 있었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문화확산팀에서 

Entrepreneurship 함양과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현재 업무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는듯

합니다. 이에 맞게 Entrepreneurship을 가르칠 수 있

는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한데 국민대학교 글로

벌 창업벤처대학원에서 그 꿈을 펼쳐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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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대학의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전형방법
•서류심사 30%, 학업계획서 40%, 면접 30%

제출서류
•공통 : 입학원서,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수상관련 서류, 지식재산권 관련 증명 등)

제출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후, 아래 필요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①입학원서   ②학업계획서   ③성적증명서   ④졸업증명서

우대사항
•글로벌 창업보육투자 : 투자, 창업보육, 창업지원 등의 분야 경력자, 금융기관 경력자

•창업교육 : 비즈쿨 교사, 창업 경력자 및 창업교육 관련 경력자

•벤처링 : 기업내 신사업기획 분야 또는 연구개발분야 재직 또는 경력자, 주요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문의 및 상담
•전  화 : 02)910-5727,5728

•이메일 : gsge@kookmin.ac.kr

모집요강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만큼 미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이들입니다.”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 Stev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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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2017년 3월 입학 / 한양대학교 전파공학과 / 충정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무슨 대학원이

냐…’ 는 생각도 있었으나, 고민 끝에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창업, 벤처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으셔서, 실무와 학문

적 역량이 균형을 갖추신 분들이고 교육과정은 실무적으로 짜여져 있어 실

제 창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거나,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배들 및 동기

들 중에서는 이미 창업, 벤처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

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의 멘토로 활동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어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재학 

중에 실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창업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이미 전문가로 활동하는 원우님들과의 네트

워킹도 가능한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고병욱

2015년 8월 입학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주)제이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곧안 코스닥 상장사의 CFO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IPO, M&A)에 대한 자

문을 하고 있다. 입학을 하면서 기대는 했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실사구시의 정

신과도 같이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석사과정에 걸맞게 학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 또한,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의 입학을 통

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국내 Startup기업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

는 엑셀러레이터들과도 자연스러운 교류를 갖게 되는 다양한 계기가 시작되었

다. 이를 통해, 나는 창업시장의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확신하면서 나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왜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새로운 나의 

삶의 계획을 기존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고민해보고 구체화시키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권용석

2016년 3월 입학 / 단국대학교 법학과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저는 창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법학을 전공하며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다

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전공인 법학이외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의 홍보를 

보고 창업대학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저에게 창업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창업학이란 창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육·투자, 창업교육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이라는 분야에서 아직 부족하고 처음부터 한걸음씩 배워나가는 단계이

지만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을 통하여 창업 관련 고급 전문성과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전문가로 성장 하고자 합니다.

Admission Advice 합격 수기

창업생태계를 이끌어 갈 창업투자, 창업보육 및 창업교육 전문가, 그리고 혁신적 사업을 개발하는 벤처링 전문

가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으로 오세요.

 김윤규

2015년 8월 입학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 청년장사꾼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일생에 한번은 창업해야하는 시대’라

는 것이다. 창업 후 수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했고, 인큐베이팅 혹은 엑셀러레이

트 같은 벤처 투자 혹은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니즈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

도 데스벨리를 넘어가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잠을 줄

이고 다른 활동들을 줄이더라도 지금은 배워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입학 후,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한 부

분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Seamus Donovan
2014년 9월 입학 / Dun Laoighaire Institute of Art,
Design anf Tech.Dun Laoighaire / 대교에듀캠프

I have recently been accepted to Kookmin Universities’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My experience with the university staff and administrators 

has been a very satisfying experience. I never found myself at a disadvantage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processes beztween my native 

Ireland and my adopted home here in South Korea. I am excited at the prospect of 

studying at Kookmin University under the tuition of a group of Professors who are 

the leading minds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in South Korea.

 ▶ Introduction ▶ Academic Information ▶ Extend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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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정릉역(국민대입구) 하차

153, 171, 1213, 7211 (‘숭덕초교’ 정거장) 환승

110B (‘정릉우체국앞’ 정거장) 환승

우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 하차

110B (‘KEB하나은행정릉동지점’ 정거장)

1020 (‘정릉4동주민센터, 경국사’ 정거장)

1166 (‘솔샘사거리’ 정거장) 환승

우

오시는 길

정릉역
(국민대
입구)

북한산
보국문

지선버스

•1020번 정릉산장아파트 ⇔ 국민대⇔ 종로1가

•1166번 국민대 ⇔ 우이동

•1213번 국민대 ⇔ 중곡역

•1711번 국민대 ⇔ 광화문 ⇔ 공덕동

•7211번 기자촌 ⇔ 국민대 ⇔ 신설동

지선 간선버스

•110A번 정릉청수장 ⇔ 제기동 ⇔ 용산 ⇔ 신촌 

⇔ 국민대

•110B번 정릉청수장 ⇔ 국민대 ⇔ 신촌 ⇔ 용산 

⇔ 재기동 ⇔ 정릉청수장

•153번 우이동 ⇔ 수유리 ⇔ 국민대 ⇔ 신촌 

⇔ 국회의사당 ⇔ 공군회관 ⇔ 신대방삼거리

•171번 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간선

버스

3호선 경복궁역 하차

3번출구 자하문 방향 50m아래 정차하는 지선

버스 1020, 1711번으로 환승

3 4호선 길음역 하차

3번출구 지선버스 171번, 1213, 7211번으로 

환승

4

5호선 광화문역 하차

2번출구 한국통신 앞에 정차하는 지선버스 

1711, 1020번으로 환승

1호선 종각역 하차

1번출구 교보문고 방면 약 200m 지선 1020번 

버스로 환승

4번출구 20미터 아래 정차하는 143번 간선버

스로 환승하신후 4호선 길음역에서 171번 간선

버스 또는 1213번, 7211번 지선버스로 환승

5 1

3호선, 6호선 연신내역 하차

4번출구 지선버스 7211번으로 환승
3 6 2호선 신촌역 하차

1번출구 동교동 방면 약 250m 간선 110번 

버스로 환승

2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지하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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