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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

Greetings
인사말
Festina Lente는 라틴어로 "서둘러라, 천천히" 라는
뜻으로,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썼
던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급함은 금물
이며, 부단히 쉬지 않고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 말 뜻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향기로운 차
를 즐기며 동서고금의 지혜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
는 자리입니다.

러라, 천천히
”
경제대학원 원장 이 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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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
”
러 라 , 천 천히

경제학 명저 및 인문학 고전 읽기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에게 여유있고 기품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해드립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최고 경제
인들의 참된 저력은 여유 있는 독서와 지적인 대화
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와 경제 전반
에 대한 석학들의 지혜가 담긴 저서들을 국내 최고
의 전문가에 의해 소개받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일
의 일상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커피 브레이크가 오히려 일의 능
률을 올릴 수 있듯이, 페스티나 렌테 (Festina Lente)
에서 한 권의 책을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의 지
적 여유와 휴식을 취하시면서 큰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을 최고 경제인 독서 프로그램
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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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제인과정 입학안내

(강의내용은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이해
라틴어 Festina Lente는 로마제국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서둘
러라, 천천히”라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해야 했던 로마
황제는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지

●
●
●
●
●
●

블랙스완ㅣ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저자), 김현태(강사)
팬데믹 이후 투자ㅣ구재상(강사)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ㅣ박진(저자 직강)
위기는 다시 온다ㅣ조윤제(저자), 임종룡(강사)
경제 위기 때의 법학ㅣ김철(저자), 최수현(강사)
매칭ㅣ앨빈 로스(저자), 한순구(강사)

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고민이 묻어
나는 좌우명입니다.

Festina Lente

현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고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의 이해
● 숫자로 경영하라┃최종학(저자 직강)
● 아트경영┃홍대순(저자 직강)

Festina (=hurry up)에는 효율성을 중시
하는 경제학의 의미가 담겨있고, Lente
(=slowly)에는 여유 그리고 기품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매일 어려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고
독한 최고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될 동서

인간과 역사의 이해
●
●
●
●
●

재난의 세계사ㅣ루시존스(저자), 홍태경(강사)
암상식 건강강의ㅣ장항석(강사)
고려 역사상의 탐색ㅣ노명호(저자), 이익주(강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 역사ㅣ신상목(저자), 이두원(강사)
전립선암 완치 설명서ㅣ정병하(저자 직강)

두 학기에 걸쳐 약 16권의 엄선한 명저를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저명 인사가 강의하며 책 내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식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학기 총 열번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미리 책을 읽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저서
요약과 해설을 듣고, 자유 토론 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책과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으로 높입니다.
강의 이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단시간
내에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초빙 강사 이외에도 다수의 연세대
학교 상경대학 교수들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
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립니다.

들이 해설을 통하여 하루 저녁에 한 권
의 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해 드립니다.
세계적인 고전 16권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들과 질의 응답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인
간과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경제적인

특강
●
●
●
●
●

연세대학교의 비젼ㅣ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화술의 정석ㅣ손범수 프리랜서 아나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비교ㅣ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중국경제 현황과 한중 경제관계ㅣ곡금생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북한경제의 이해와 전망ㅣ조명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전 김일성대학 교수

서적과 관련된 여행 겸 현장 학습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추가 비용으로 실시합니다.

Faculty

해외워크샵(비용은 본인 부담)
일정 수 이상의 희망자가 있을 때 실시. 해외 저명 대학과 기업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공부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을 예방할 예정임.

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
Festina Lente 독서클럽

교 육 기 간

2021년 9월 ~ 12월 / 2022년 3월 ~ 6월
(9월 7일 개강, 격주 화요일 : 19시 ~ 21시)
매학기 10회 총 20회 과정

모 집 정 원

30명 내외

지 원 자 격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등 최고경영자
벤처기업인 및 중소 신설 기업 대표
국회, 정부, 법조계,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최고관리자
사회 각계 각층 전문직 종사자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원 서 접 수
기
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8월 31일

원서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대우관 209호 경제대학원

제 출 서 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3*4판 사진부착)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회사 또는 소속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합격통보
등

및
록

입학지원서상의 E-mail로 개별 안내

교

비

600만원(두 학기 기준, 재등록시 10%할인 적용)

처

Tel : 02-2123-4169, 4173
E-mail : ysecono@yonsei.ac.kr
website : http://econo.yonsei.ac.kr/

강사진
저자 또는 역자, 국내 해당 분야 전문가
특별 초빙 강사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

첫 학기에 강의되지 못한 서적은 다음 학기로 넘어 갑니다.

고금의 석학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과
명저들을 선정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

과

서승환(현 연세대총장)
임종룡(전 금융위원장)
곡금생(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소마 히로히사(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한국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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