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최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장’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멤버가 되십시오!

명실상부한 리더십 교육의 장,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사람과 사람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의 멤버가 되십시오.

::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만의 다양한 특전 ::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2023 상반기 운영일정표

➊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증된 강사진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 검증된 최고

의 전문 강사진이 다양한 정보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하여 다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상을 제시합니다.

매주 월요일 매일신문사 11층 대연회장
(오후 6시 식사 / 오후 7시 강의)

➌ 한 번 등록으로 매일신문 평생 가족

입학 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매일신문 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졸업생은 평생회원으로 등록되어 졸업 후에도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교육, 공연 프로그램에 할인 혜택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➋ 전문가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각 기수별 신문사 간부 담임제로 운영, 회원 한 분 한 분을 확실히 

챙깁니다. 신문사, CEO, 법조인, 정부기관 간부 등 리더들과 

폭넓은 인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1천 4백여 명의 매일 

탑 리더스 동창회원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➍ 언론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회원들의 활동을 돕고 대외 협력을 지원해드립니다. 회원들의 

활동을 매일신문 지면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날짜
강사진 소속

월 일

3
20 태영호 국회의원 부부 국회의원(태영호)

27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4

3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10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17 도용복 오지탐험 전문가

24 안상규 벌꿀 전문가

5

1 박순국 실크로드 이야기

8 양하영 갯바위 가수

15 안명규 커피명가 대표

22 이인화(유철균) 경북연구원장

29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31 매탑 총동 골프대회

6

5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 김홍신 소설가

19 이욱정 KBS PD (누들로드)

26 주호영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7 3 대구사격장 야외수업 겸 종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제20기 
회원모집

안내



매일신문사 사장

정 창 룡

매일신문사가 운영하는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국 최고의 강사

진을 모시고 지역 각계 리더들이 함께 배우고 친교를 쌓는 장입니다.

인문교양, 경영, 사회, 정치 다양한 분야의 명품 강의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지혜와 품격을 드높이도록 도와 드립

니다.

2013년 1기로 출범한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난 10년 동안 

18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 

입학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이뤄지며, 졸업 때까지 1년 동안 흥미진

진한 강의와 교양 활동이 이어집니다.

강의 외에도 다양한 모임을 통해 정을 나누고, 졸업 후에도 원우회, 

총동창회 행사를 통해 지역 인적네트워크 중심의 일원이 되실 것입니

다. 특히 매일 탑 리더스 총동창회는 회장단과 각 기수 원우들의 참여 

속에 끈끈한 인연을 자랑합니다. 

매일신문사는 탑 리더스 아카데미 리더들을 평생 함께할 가족으로 모

시겠습니다.

정보와 교류의 장,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십

시오!

매일신문사와 함께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를 초대합니다.

강신주 철학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강지원 변호사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규환 전 국회의원 국가품질명장

김동규 성악가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김민우 가수,자동차딜러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 부장

김민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병조 교수 조선대학교 특임교수, 개그맨

김병준 교수 국민대학교, 前 장관

김병찬 방송인 MC, 아나운서

김상욱 교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석동 대표 지평인문사회연구소, 前 금융위원장

김성곤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소현 뮤지컬배우

김정운 소장 여러가지문제연구소

김정택 작곡가, 지휘자 SBS 예술단장

김진명 소설가

김창옥 대표 휴먼 컴퍼니

김형석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수필가

박종인 기자

박창욱 부회장 한국지식가교 대표, 경남대학교 겸임교수

박칼린 음악감독 킥 뮤지컬 아카데미

배철현 작가 前 대학교수

배한성 성우 한국성우협회

서경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한국홍보전문가

서민 교수 단국대 의과대학

서천석 소장 행복한아이 연구소

서희태 지휘자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손미나 여행작가 손앤컴 대표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 케이옥션 수석 경매사

손준호 뮤지컬배우 싸이더스HQ

송승환 감독,배우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

신세돈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안도현 교수,시인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양준혁 해설위원 MBC스포츠 플러스

엄홍길 산악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유성호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열 가수 유열컴퍼니

유인경 방송인 前 신문기자

유인촌 연극배우 前 장관

유지나 교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이국종 교수 아주대학교의료원 외상연구소장

이만수 이사장 前 SK 야구 감독

이승윤 개그맨 마이크엔터테인먼트

이원복 작가 前 대학총장

이인화 소설가

이재태 의대 교수 경북대학교 핵의학과 교수

이주호 가수 해바라기뮤직 대표이사

이철우 도지사 경상북도

인요한 소장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임동창 피아니스트 작곡가

장석주 시인

장하성 대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前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전경린 소설가

전원주 탤런트,영화배우 스카이피플엔터테인먼트

전원책 변호사,시인 전원책법률사무소

조영남 가수,화가

조용갑 복서,성악가 국제사랑재단 운영이사

존리 대표이사 메리츠자산운용

진중권 평론가 前 대학교수

최성수 가수 장안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최영미 시인,대표 이미출판사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성균대학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장

최종엽 연구소장 잡솔루션코리아 대표,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칸 앞잘 

아흐메드
연구교수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 신진연구원

한비야 교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혜민 스님 뉴욕불광사 부주지, 마음치유학교 교장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홍준표 시장 대구시

홍혜걸 의사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

황영조 감독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와 함께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Greeting Group of Instructor

인사말 역대 주요 강사진

모집요강

최고의 리더를 꿈꾸는 대구경북인모집대상 교육기간 

강의시간 

교육장소

1년 과정 
(2023년 3월 ~ 2024년 2월)

매주 월요일 19시~20시 

(18시 ~ 19시 식사 제공)

매일신문사 11층 대연회장

교육과정

직통전화

이 메 일

053)251-1850
topla1850@naver.com

문의사항

원서접수 이 메 일

팩 스

수 강 료

계좌번호

topla1850@naver.com

053) 256-4537
396만원 (1년 과정, 부가세 포함)

※ 입학 후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구은행 504-10-151916-0 

예금주 : ㈜매일신문사
※ 카드결제 가능

2023년도 상반기 강사진

태영호 국회의원 부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도용복 오지탐험 전문가

안상규 벌꿀 전문가 박순국 실크로드 이야기 양하영 갯바위 가수 안명규 커피명가 대표 이인화(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홍신 소설가 이욱정 KBS PD (누들로드) 주호영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