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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X 데이터

Business Data Analytics MBA

Business Data Analytics MBA는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Data 분석능력과 Data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를 키웁니다.



▶ AACSB인증 한국형 MBA

▶ 현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특화 프로그램

▶ 데이터 분석 능력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 양성 

      - 경영학적 지식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법(파이썬, R) 균형 습득

      - 이론(전임 교수) + 실무(현업 전문가) 협동 강의

▶ 최고의 직장인 친화형 MBA 

▶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장학금 수혜율 90% 이상)

▶ 서울의 중심 남산을 품은 편리한 접근성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 강점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교육목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능력과 데이터 기반 

최적 경영 의사결정 역량을 겸비한 비즈니스 리더 양성

경영지식

1.5년(3학기+계절학기) 만에
석사학위 취득

주중(수/금) 야간 비대면 + 

주말(토) 대면 수업

집중이수제도 & 학부수강과목

이수면제제도 운영
전용 라운지 운용

이 론 실 무데이터 분석 기법

Business Analytics를 활용한
의사결정 능력

경영학 기본 지식
(인사,마케팅,생산,재무,회계)

데이터 분석 능력
(R/Python, AI, Data Mining)

BDA MBA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교육과정 체계

■ 학사안내 

실습
실습

기초

응용
·

전문

Analytics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혁신 경영
비즈니스 모델 혁신
창업 시뮬레이션
창업 사례 연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최신 이슈

소비자행동론, 투자론, 인적자원관리, 
의사결정 애널리틱스, 관리회계, SCM/CRM

Customer
Analytics

Operations
Analytics

People
Analytics

Finance/
Accounting

Analytics

Analytics 응용

Business 심화

실습

Analytics 기초
프로그래밍(R/Python), 
통계적 데이터분석, 시각화, 머신러닝과
예측분석, 텍스트마이닝, 딥러닝

Business 기초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조직행위, 
운영관리, 회계원리, 창업론, 윤리경영, 
경영정보기술 

Analytics
Manager

트랙

Analytics
Professional
트랙

▶ 재학(등록)연한 : 석사과정 1년 6개월(3학기) + 계절학기

▶ 졸업이수요건 

      - 졸업학점 45학점 이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13학점

▶ 수업일정 : 한 학기 15주 편성

구분 1학기
계절학기

(현장실습) 2학기
계절학기

(현장실습) 3학기
계절학기

(현장실습) 계

예시 1

주중(수, 금) –  비대면 수업 주말(토)  –  대면 수업

수요일 : 19시 ~ 22시

금요일 : 19시 ~ 22시

토요일 1교시 :  9시 ~ 12시

토요일 2교시 : 13시 ~ 16시

13학점 3학점 13학점 3학점 13학점 - 45학점

예시 2 12학점 3학점 12학점 3학점 12학점 3학점 45학점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교과목

비지니스 기초

애널리틱스 기초

애널리틱스 관리

애널리틱스 응용

비즈니스 심화

현장 실습

● 마케팅원론   ● 조직행동분석   ● 재무관리   ● 운영관리   ● 회계원리   ● 창업론   ● 윤리경영

● 경영정보기술의 최근 이슈

--------------------------------------------------------------------------------------------------------

●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I (R)   ●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II (파이썬)

● 통계적 데이터 분석   ● 시각화와 데이터 관리 기초   ● 머신러닝과 예측분석   ● 텍스트마이닝

● 딥러닝의 비즈니스 응용

--------------------------------------------------------------------------------------------------------

●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혁신경영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창업 시뮬레이션   ● 창업 사례 연구

● 비즈니스데이터 애널리틱스 최신 이슈

--------------------------------------------------------------------------------------------------------

● 소비자 행동론   ● 투자론   ● 인적자원관리   ● 관리회계   ● 의사결정 애널리틱스   ● SCM / CRM

--------------------------------------------------------------------------------------------------------

인적자원 애널리틱스
● 인적자원 데이터분석 입문   ● 조직행동과 빅데이터   ● 전략적 인적자원 데이터분석

● 성과 분석 및 예측

소비자 애널리틱스
● 소비자 데이터 분석   ● SNS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와 신제품 개발   

● 데이터기반 고객 인사이트 분석   

운영관리 애널리틱스
●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 기술혁신과 데이터 분석   ● 공급사슬분석

●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고급 데이터 분석

재무 및 회계 애널리틱스
● 알고리즘과 계량 트레이딩   ● 금융모델링   ● 인공지능과 금융공학   ● 블록체인과 금융산업

● 회계데이터 애널리틱스   ● 세무데이터 애널리틱스   ● 인공지능과 관리회계

창업 애널리틱스
● 전사적 자원관리 애널리틱스   ● 창업 실습

--------------------------------------------------------------------------------------------------------

● 캡스톤 프로젝트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실습   ● 인턴쉽



2022학년도 후기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 지원자격

◆ 선발 기준

◆ 모집과정 및 인원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el. 02-2260-8882,8885    Fax. 02-2260-3684

E-mail  mba@dongguk.edu

Homepage  http://mba.dongguk.edu

전공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Part-time / Evening)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독학사 포함)한 자(2022년 8월 취득 예정자 포함)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서류 심사 및 면접

인터넷
원서접수(서류제출)

및
전형료 납부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등록(예정)

2022.6.11(토)

2022.6.15.(수) 15:00~

2022.7.4.(월)~7.5.(화)

수시진행

수시진행

합격자 별도 안내

- 면접장소 및 시간: 개별공지

-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개별 안내

2022.5.9.(월)
10:00

~
2022.6.3.(금)

17:00

2022.6.29.(수)
10:00

~
2022.7.29.(금)

17:00

-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https://mba.dongguk.edu/

- 전형료: 8만원
1. 납부시간: 은행 영업시간 내 수납가능, 
     주말 수납 불가
2. 원서접수 익일부터 수납가능
3. 납부방밥: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베너클릭 -> 로그인 ->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서류제출: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00명 석사학위과정
(신입학)

인원

구분 일반전형 수시전형 비고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