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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소개
< Dongguk MBA >
Dongguk MBA 과정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중 야간, 주
말(토요일)에 운영하는 MBA Program입니다.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습한 최신 이
론과 통합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돈독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 Dongguk Global MBA >
The Dongguk Global MBA is a full-time, AACSB-accredited master’s program that
aims to produce creative and resourceful leaders with expert knowledg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theory and a grounding in practical management
experience.
From applied theory specialist courses to practical program, our Global MBA
program caters to the needs of today’s managers : the managerial confidence to
drive innovation and change, with the resourcefulness and practicality that marks
out steady leadership.
For students keen to vary their international education, Dongguk offers dual degree
and exchange programs for MBA students top universities at America, China.

< 인사조직컨설팅 MBA >
인사조직컨설팅 MBA 과정은 국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조직개발/인재육
성/노사관계 담당자의 문제해결 및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MBA Program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중 야간, 주말(토요일)에 운영되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
는 인재의 인사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모집요강

전형내용 및 안내사항
1.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인원

Dongguk Global MBA (Full – time / 100% 영어수업)
00명

Dongguk MBA (Part – time / evening)
인사조직컨설팅 MBA (Part – time / evening)

2. 지원자격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나. 관련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가. 서류심사 후 면접 시행
나. 전형성적 총점(100점 만점) 순으로 선발
기타
구분

수학능력

학업계획

(경력 및 발전

합계

가능성 등)
배점

60

20

20

4. 결격기준
가. 서류 미제출 및 면접 결시자
나. 제출서류 허위 기재자
다. 본교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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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구 분

일반전형 일정

· 원서접수 (온라인)
· 전형료 납부

11.19(화) ~ 12.12(목)

· 서류접수
· 면접시험

12.21(토)

· 합격자 발표
(예정)

12.26(목)

비 고

홈페이지 주소
mba.dongguk.edu

6. 전형단계 안내
가. 원서작성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mba.dongguk.edu)에서 온라인 원서 작성
나. 서류제출
(1) 제출처 : 서울캠퍼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 tel. 02-2260-8884~5
(2) 방

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다. 면접시험 :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경영전문대학원 세미나룸
라. 합격자 발표 :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mba.dongguk.edu) 또는 개별 연락
마. 합격자 등록
(1) 등록금 납부 : 2020년 1월 초(세부일정 개별안내)
(2)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mba.dongguk.edu)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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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⓵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인터넷 작성 후 출력
⓶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⓷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은 여권 사본 제출 필수
- 중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학위기) : 원본 또는 사실공증본
· 성적증명서 : 사실공증본
· 중국학위인증보고서 学位认证报告书(Credentials report)원본
: 学位认证申请网站 http://www.cdgdc.edu.cn
· 영문이 아닌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함
- 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아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그 외 국가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일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함
⓸ 추천서(자유양식) 1부 <해당자> - 원서 접수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⓹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⓺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⓻ 전형료(₩80,000) 입금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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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입학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재학
중에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합격 후 지정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마. 학기 개시 후 등록을 포기하면 ‘자퇴’처리되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일부만 환불됩니다.

9. 학사안내
가. 수업연한 : 4학기
나. 졸업요건
· 소정 필수과목 이수
· 취득학점 : 45학점 이상
· 평점평균 : 3.0 이상
다. 학기별 최대 이수학점 : 13학점
라. 수업운영
(1) Dongguk Global MBA : 월, 수, 금(09:00 ~ 18:30)
(2) Dongguk MBA, 인사조직컨설팅 MBA
: 수 (19:00 ~ 22:00), 토 (09:00 ~ 12:00, 13:00 ~ 16:00)
※ 상세 학사안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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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커리큘럼 안내
가. Dongguk Global MBA
Required Courses
Spring Semester

Fall

Ÿ

Econometrics & Ethics

Ÿ

Analysis of organizational behavior

Ÿ

Financial accounting

Ÿ

Emerging topic on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ies

Semester

Ÿ

Marketing

Ÿ

Financial management

Ÿ

Operations management

Ÿ

Principles of management

Specialized Courses
Spring Semester
Ÿ
Ÿ

Consumer psychology and behavior
Investment and securities

Ÿ

Decision Making with Business

Fall

Data analysis
Ÿ
Ÿ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
Business persuasion and negotiation

Semester

Ÿ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Ÿ

Managerial accounting

Ÿ

CRM / SCM

Ÿ

Strategic management

Ÿ

Practical leadership and management

나. Dongguk MBA
필수 강좌
1학기

2학기

• 미래 CEO 경영

•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영

• 文史哲禮에 비친 조직행위론

• 다이나믹 마케팅 전략

• 재무회계

• 재무관리

• 비즈니스 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 기업경쟁력과 운영관리

전문 강좌
1학기

2학기

•

고용관계 판례분석

•

HR 현장 이슈

•

브랜드혁신전략

•

고객중심적 혁신관리전략

•

금융위기 이후의 기업재무

•

금융상품의 이해와 재테크

•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의사결정

•

서비스 사이언스와 공급망관리

•

세금과 경영전략

•

전략적 원가 및 성과관리

•

빅데이터 분석

•

CRM/SCM과 스마트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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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조직컨설팅 MBA
필수 강좌
• 마케팅전략

•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영

• 재무관리

• 조 직행 위 론

• 재무회계

• 운 영 관리

전문 강좌
•

사업전략과 경쟁우위

•

비즈니스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

창업과 스타트업

•

경영문제해결 및 컨설팅 방법론

•

전랙적 인적자원관리

•

조직문화혁신과 변화관리

•

고용관계 판례 분석

•

인사조직 컨설팅 현장실습

•

PEOPLE 에널리틱스

•

미래 CEO 리더십과 경영

•

팀다이나믹스 진단과 개발

•

리더십 개발 : 리더십 진단과 코칭

•

리더십과 조직 의사소통

•

권력과 영향력 발휘

11. 첫 학기 등록금 안내
입학금

선택 수납금
학생회비
동창회비

수업료

1,021,000

8,379,000

250,000

20,000

합계
9,670,000

※ 상기 등록금은 내국인 기준(외국인은 상이함)이며,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장학제도
항목

지급대상

지급(감면)액

비 고

학생회장

수업료 50%

기별 1명

총무부장

수업료 30%

기별 1명
· 입학추천 및 등록에 기여한 재학생 및 신입생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총장장학
경영전문대학원
발전기여자

수업료 30%

취득자
·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 발전기여(가능)자로 선정되어 원장이
추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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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지급(감면)액

비

고

글로벌장학 복수학위협약 파견자

수업료 70%

정규학기 이후에는 100% 감면

산학협력

수업료 30%

동일 기관 소속 등록생 2~3명

장학

군위탁장학

산학협약기관 재직자
(4명 이상 등록)

(40%)

군위탁교육자

수업료 50%

본교 출신자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자 또는
신입생장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

입학금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사학위
수여자

외국인장학

성적우수
장학

외국인 입학생

수업료 30%

Dongguk Global MBA 과정 수석

수업료 100%

Dongguk Global MBA 과정

수업료 30%

차상위 50% 해당자
Dongguk MBA 과정별

수업료 30%

상위 20% 해당자

건학이념

조계종 재적 승려로서 교육원장이

구현장학

추천한 자

- 9 -

수업료 65%

기준 (4명 이상 등록)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모집요강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안내

1. 연락처
지원분야

홈페이지

전화
02-2260-8882

Dongguk MBA
Dongguk Global MBA

이메일

http://mba.dongguk.edu

/8885

mba@dongguk.edu

02-2260-8920

인사조직컨설팅 MBA

2.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치 : 19번 건물(경영관) 2층
주소 : 서울캠퍼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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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추천서

추

천

서
2020학년도 1학기

* 본 추천서는 지원자의 지도교수, 소속기관(부서)의 장 등이 정확하게 기술하여

지원자 성명

주십시오. 추천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품

학업이수
업무능력

발전가능성

지원자와의 관계
추천인

피 추천자의

추천인 소속 및 직위

인적사항

대학(회사)

학과(부서)의

주소
추천인 연락처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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