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 CAP 20기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 주임교수

우리 인생 곳곳에 녹아있는 문화예술은

창조와 감동의 세계,

따뜻한 세상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CAP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 Culture & Arts Program for CEO)은

경영과 예술, 예술과 경영! 효율과 이윤을 중시하는 경영과,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

국내 최고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과정의 효시로서 2003년 개설된 이래, 경영자들로부터

는 예술은 얼핏 보기에는 연관이 없거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의 극찬을 받으며 지금까지 문화예술 대표 과정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기업을 효율의 논리만으로 경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술계를 대표하는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상상력과 창의

21세기의 기술과 트렌드를 선두 하고 있는 애플의 심플한 디자인이 피카소의 단순한 표현

력을 자극하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많은 기업들이 창조적 사고와 풍부한 상상

교류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의 에너지와 폭넓은 시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력을 지닌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 인생 곳곳에 녹아있는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며, 급변하는 융합의 시대에 사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상, 전통, 6개원의 예술 분야에서 후학들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람과 사람을 잇고, 개개인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현대사회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양성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의 교수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배움의 가치와
고품격 감동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CAP에서 예술의 창조와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

치유와 극복의 해가 될 2021년,

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움츠려있던 여러분의 감성 에너지를 CAP을 통하여 마음껏 발산하십시오.
지금껏 알지 못했던 다채로운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
역사와 문화, 예술과 열정이 넘나드는 이곳에서
예술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900여 명의 동문이 거쳐 간 경영자의 문화예술 인프라,
그 중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이 있습니다.

Creative

Artistic

Professional

예술과 경영

정규강좌 & 예술활동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문화예술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예술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업의 문화산업 비즈니스와 관련 분야의 트렌드를

6개의 장르를 비롯하여 건축과 문학, 예술경영까지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통해 문화예술의 정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성적 마인드를 심어드립니다.

모든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전문예술교육기관입니다.

최고의 교수진과 다채로운 문화ㆍ예술 강의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재된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성을 이끌어 내어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창조경영’ , ‘감성경영’ 을

정규 프로그램과 오감(五感)으로 체험하는 실기 활동을 통해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깊이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_ 앤디워홀

음악원

MUSIC

김영미 | 성악

세레나데

김은혜 | 타악

타악기, 두드림의 세계

김수기 | 연기

연기자의 몸과 인물창조

최상호 | 성악

시인이 된 슈만의 사랑

민경찬 | 음악학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남긍호 | 연기

마임 세계로의 여행

이진상 | 피아노

로베르트 슈만과 다비드 동맹

허영한 | 음악학

오페라의 즐거움 : 푸치니의 라보엠

서충식 | 연기, 연출

좋은 연기자란 무엇인가

오자경 | 오르간

눈으로 보는 바로크 음악

문지혁 | 극작

나를 발견하는 여정 :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김남윤 | 바이올린

영재교육현장

최종윤 | 음악극창작

같은 작품, 다른 작품 : 팬텀과 오페라의 유령

최준호 | 연극학

연극 한류를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과 더불어 살기

김현미 | 바이올린

한시간의 음악여행

이성주 | 바이올린

현악의 선율, 감성을 깨우다

이강호 | 첼로

첼로 소나타로 바라보는 베토벤의 음악세계

채재일 | 클라리넷

Le vent d’automne

이석준 | 호른

금관악기의 매력에 반하다

연극원

DRAMA

영상원

김홍준 | 영화연출

명장면으로 보는 한국영화

김선희 | 발레

글로벌 발레영재 탄생

이승무 | 연출, 제작실기

가상현실이 바꾸는 세상

김용걸 | 발레

김용걸의 <Ballet and Life>

최용배 | 영화기획

한국영화 산업 이야기

조주현 | 발레

발레 이야기

남수영 | 영화이론

<어벤저스>와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산업

김삼진 | 창작무용

일상을 춤추다

전미숙 | 현대무용

현대춤으로 배우는 아트 리더십

안덕기 | 한국무용

우리춤 이야기

홍승찬 | 예술경영

빈 필 신년음악회의 감동과 의미

우광혁 | 무용음악

악기로 이해하는 세계문화

조충연 | 멀티미디어영상 뉴미디어의 언어

FILM,
TV&
MULTIMEDIA

무용원

DANCE

미술원

VISUAL
ARTS

김봉렬 | 건축

마음의 풍경, 비움의 건축

김원민 | 연희

전통연희와 남사당패

김태영 | 건축
이주용 | 조형예술

空

안숙선 | 소리

소리의 멋

사진, 시간과 역사를 간직하다

채수정 | 소리

판소리가 판치는 세상

진휘연 | 미술사학
양정무 | 서양미술사

추상, 반추상 그리고 상상

민의식 | 가야금

가야금의 세계

르네상스 미술로 읽는 근대문명

정수년 | 해금

해금으로 노래하다

조인수 | 동양미술사

국보와 보물의 뒷이야기

박은영 | 전통무용

궁중의 예악무

이동연 | 한국예술학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의 페스티벌

전통예술원

KOREA
TRADITIONAL
ARTS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술은 견습에 불과하다
위대한 예술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_ M. C. 리처즈

19기

예술활동반
예술제

문화예술
탐방
공주, 부여 ‘웅진과 사비, 백제 부흥의 교두보를 거닐다’

18기

예술활동반

러시아 ‘페테르와 모스크바’

남도 ‘윤선도의 유희정신과 낙원만들기’

예술제

17기

CAP의 자랑인 예술활동반을 통해
무용, 성악, 사진, 기타 등

인도네시아 ‘바다를 건너 온 찬란한 신들의 안식처’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최고의 실력을 갖춘 예술가들에게

국내외 문화예술 현장의

실기를 지도 받고, 실습 후 작품을

고유한 주제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예술제 무대에서 발표합니다.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피상적인 관찰에서 탈피하여

여러분의 잠재된 예술적 감성을

문화예술 분야의 시야를 넓히고

이끌어 냅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도 ‘새로 보는 춘향전의 현장’

16기

일본 ‘버려진 섬, 예술경영으로 다시 태어나다’

남도 ‘가사문학골의 전설과 건축’

POST CAP

총동문회
오픈클래스

르 코르뷔지에 展

골프대회

무용예술제 ‘무풍미풍’

판소리예술제 ‘판소리가 판치는 세상’

신입원우환영회

봄나들이

변산반도 ‘장식과 상징의 세계’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푸른 빛’

등산대회

송년의 밤

합창단 ‘CAPO Knua’ 계촌마을축제 연주

희곡 읽기 ‘타골의 정원’ 연극공연

졸업 동문들을 위한

신입원우환영회, 골프대회,

POST CAP 강의, 문화예술탐방,

등산대회 등 졸업 후 다양한

오픈클래스 등 특별한 문화예술

동문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소통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탈리아 ‘신의고전과 인간의고전’

코카서스 ‘신화와 종교를 방목하다’

2021년 모집요강
■

지원자격

공사기업체 임원진

■

■

합격통보
등록기간

예금주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2021. 4. 13(화)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0675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74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243호
T) 02-746-9275~8
E) cap1@karts.ac.kr
입학지원서(사진부착 必)
재직증명서 1통(재직자)
사업자등록증 1통
기관(회사) 안내 자료
명함 1매

교육안내

기간

2021. 5. 17(월) ~ 12. 6(월) (여름방학 4주)

시간

매주 월요일 2강좌(*석식 18:00 ~ 18:50)

		

1교시 18:50 ~ 20:10

		

2교시 20:20 ~ 21:40

장소
		

2021. 4. 15(목) ~ 4. 30(금)

접수방법

제출서류

■

2021. 2. 15(월) ~ 3. 31(수)

■

■

940만 원(국외탐방비 별도)

비영리 단체의 고위경영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수강료

계좌 국민은행 527801-01-269429

전문직 및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

■

■

정부, 국회, 사법부의 고위공직자

■

특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캠퍼스
그 외 문화예술현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 전시 및 주요행사 VIP로 초청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 및 CAP 총동문으로 활동
(등산대회, 골프대회, 송년의 밤, 오픈클래스 등 원우회 활동 참가)
한예종 문화예술 인프라 연결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
CAP 20기

입학지원서

인적사항
한글이름

생년월일

여권영문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자택주소

사진

근무처
기관명

업종

전화

팩스

주소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사진부착 必)

창업연도

주종제품

자본금

매출액

•재직증명서 1통

경력 및 이력사항(최근 순 작성)

•사업자등록증 1통

년도

기관명

직위

기타

년도

기관명

직위

기타

•회사 및 기관 안내 팜플렛
또는 소개 자료
•명함 1매

입학지원 경로
↢ 학교홈페이지
↢ 홍보책자

대학교
학과

↢ 지인추천

대학원

추천인
성명
기관명

또한 예술만큼 확실하게 세상을 이어주는 것도 없다

학력

↢ 인터넷
↢ 기타

예술만큼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공
대학원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에 지원합니다.

직위

년
※입
 학지원서의 모든사항은

지원자

월

일
(인)

필수항목입니다. 정확하게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의거 개인 정보 이용내역 수집에 동의합니다.

_ 괴테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 CAP 20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