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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가 강화되면서 

기업경영 역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관통하는 폭넓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안내하는

폭넓은 통찰력은 시대를 뛰어넘는 

경영 가치를 일깨워  경영자로서 

특별한 프라이드를 심어줍니다.

Broad 
Insight

Special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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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KU MBA)은 2015년 미국 경영교육 국제인증기관인 AACSB 

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MBA 프로그램입니다. 

KU MBA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최고 품질의 MBA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최고의 교수진들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KU MBA는 여러분이 CEO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적 사고능력, 업무능력 및 전문성, 리더십 및 소통능력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가장 효과적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둘째, 여러분의 니즈에 맞춰 최고의 장학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KU MBA는 

시간적 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MBA 학업을 여러분이 보다 편안한 환경과 조건 

에서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KU MBA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EO를 꿈꾸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KU MBA와 함께 실현해 보십시오!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  장    이  미  영

경영교육 

국제인증

경영교육 

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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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 MBA는 경영 이슈에 대한 교수와 학생 간 및 학생과 

학생 간의 토론을 통해 통찰력을 키워가는 고품질의 참여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U MBA는 최신 경영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토론 및 사례 교육에 능통한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론 및 발표 진행에 최적화된 소규모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공과목에서 맞춤형 사례 및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KU MBA는 미래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KU MBA는 일반경영 MBA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화된 MBA 

프로그램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10년 전 국내 최초로 

개설했던 기술경영 MOT MBA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불러온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최초의 Digital Transformation MBA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조직 및 

노사·고용관계 전문가와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인사조직·노사 MBA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같은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KU MBA는 학위취득 후 승진과 

이직에 성공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진학에 성공한 사례 

또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KU MBA는 최고의 장학혜택을 제공합니다. 

KU MBA는 매학기 전체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 총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입학 시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의 최소 15%부터 최대 50%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 중 성적에 따라서는 등록금의 최대 8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KU MBA는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KU MBA는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KU MBA는 타교 MBA들과 달리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2년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욕구가 높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넓고 아름다운 친환경 건국대 캠퍼스는 서울시 내 최대 상업지역인 

강남에서 15~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인접성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과 

연결되는 최고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KU MBA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드리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 

KU MBA는 현장의 생생한 경영이슈에 대한 사례 및 

과제 수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구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전공과목에서 다수의 경영사례(하버드경영대 및 국내 사례)와 함께 현장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공과목에서 현업 관리자들의 특강을 실시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U MBA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팀으로 참여하는 ‘현장과제연구’를 통해 경영과정 상의 

다양한 의사결정 이슈들을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 보는 하버드경영대 스타일의 경영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경영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로서 KU MBA에는 현재까지 

100편의 경영사례를 개발하여 축적해 왔으며, 후배들은 선배들이 개발한 사례를 활용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내외 출판을 통해 고품질의 경영사례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케이스 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U MBA는 실무 중심의 교육 문화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교내 케이스 페스티벌 

(Case Festival)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행사를 통해 실제적인 경영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최고경영진의 역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후배 재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기업 현장의 경영사례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KU MBA의 현장 중심 실무형 교육의 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MTN)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 

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고 MBA 행사인 ‘MBA경영사례분석대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첫 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KU MBA는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산업통산부장관상,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등 총 9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KU MBA가 국내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고, 특히 각 대학의 MBA 프로그램 규모를 고려한다면 압도적인 수상 실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KU MBA의 

구체적인 

핵심 강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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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지만 깊은 사람들

특별하지만 겸손한 사람들 

건국대학교 MBA의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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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U MBA?

1

•  모든 전공과목에서 다수의 하버드경영 

대학(HBS) 및 국내 경영사례 활용

•  모든 전공과목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과제 진행

•  모든 전공과목에서 현업 관리자의  

특강을 진행

•  실제적인 경영이슈를 바탕으로 경영사례를 

개발하는 ‘현장과제연구’ 과목 제공 

•  현장의 경영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Case Festival 행사 진행

특화된 현장 중심 

실무형 MBA

고품질의 토론 중심 

참여형 MBA

2

•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론 및 사례 

교육에 능통한 최고의 교수진 확보

•  토론 및 발표 진행에 최적화된  

소규모 강좌 운영

•  모든 전공과목에서 맞춤형 사례 및  

과제 관련 토론과 발표 진행

왜
KU MBA
일까요?

3 5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된  

Digital Transformation MBA 프로그램 

국내 최초 제공

•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한 인사조직·노사 

MBA 프로그램 국내 최초 제공

•  국내 최초의 기술경영(MOT) MBA 

프로그램 개설 경험

•  학위 취득 후 다수의 승진 및  

이직 성공 사례 보유

•  학위 취득 후 다수의 박사과정 진학  

사례 보유

•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2년 만에  

졸업 가능(주중 야간과 주말수업)

•  최대 상업지역인 강남에서 15~20분 

내외로 도착 가능한 최고의 인접성

•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과 연결되는  

최고의 대중교통 접근성

•  아름답고 산책하기 좋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캠퍼스

미래와 혁신을 

추구하는 MBA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MBA

최고의 장학혜택을 

제공하는 MBA

4

•  매학기 본교 MBA 등록금 총액의 30%를 

MBA 장학금 총액으로 산정하여 지급 

•  입학 시 평가에 따라 등록금의 최소 15% 

부터 최대 50%까지  장학금 지급

•  재학 중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80%까지 

장학금 지급

•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95%로 유지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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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 
OvervieW

Student Profile 

24%

34%

31%

10%

1%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

59%

41%

남 여

17.5%

24.5%

17.5%

23%

17.5%

3년 

미만

3-7년 7-10년 10-15년 15년 

이상

직장경력

History

2009.10 

경영전문대학원 교육부 인가  

2010.03 

경영전문대학원 개원

주간/주중 MBA,  

야간/주말 MBA 과정 신설

국내 최초 MOT MBA 프로그램 개설

2017.02 

주간/주중 MBA를  

야간/주말 과정으로 통합

2019.09 

국내 유일 Digital Transformation 

MBA 프로그램 개설

2020.09 

국내 최초 인사조직·노사 MBA 

프로그램 개발

2015.11 

AACSB(경영교육 국제인증) 취득

2016.07 

KABEA(경영교육 국내인증) 취득

경영교육 

국제인증

경영교육 

국내인증

성별

Goal and Philosophy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및 디지털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내 최고의 MBA 프로그램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목표인 글로벌 및 디지털 마인드 함양, 실무적 문제해결능력 제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지속가능경영 윤리함양에 초점을 둔 실천적 

이고 차별화된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및 디지털 마인드 함양

• 실무적 문제해결능력 제고

•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지속가능경영윤리 함양

실무 중심 교육

글로벌 

연계 교육

토론 참여

중심 교육

산학 협력

연계 교육

멘토링 및

맞춤교육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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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 
rOAD MAP

글로벌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일반경영 교육과정

글로벌 및 디지털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MBA 프로그램

• 회계  
• 재무

• 마케팅

• 전략/국제경영

• 인사조직

• 생산운영/경영과학

• 경영정보시스템

세부졸업 학점이수 요건  

• 총 45학점 이상 이수

 - 공통필수 : 12학점

 - 전공필수 : 18~21학점

 - 전공선택 : 15학점

Konkuk 
MBA

1

과정     수여 학위   소요기간 이수학점

•	Konkuk	MBA(일반경영)			 경영학석사(MBA)		 2년						 총	45학점

•	Digital	Transformation	MBA		 	 	 (필수+선택)

•	인사조직·노사	MBA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양성 과정

인사조직, 노사·고용관계 전문성을 겸비한

HR 전문가와 차세대 리더 양성 과정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AI기반 의사결정

• DT Technology

• CEO DT Seminar

• 현장과제연구2

• DT BizOps

• DT 리더십

• DT 비즈니스모델

• 해커톤

• 인적자원관리

• 직무분석·채용

• 성과평가·보상

• HR어넬러틱스·핵심인력관리

• 인적자원개발

• 글로벌인사

• 조직행동

• 조직설계 

• 리더십·코칭

• 비즈니스협상

• 노사·고용관계

• 고용정책특강

세부졸업 학점이수 요건  

• 총 45학점 이상 이수

 - 공통필수 : 12학점

 - 전공필수 : 18~21학점

 - 전공선택 : 15학점

세부졸업 학점이수 요건  

• 총 45학점 이상 이수

 - 공통필수 : 12학점

 - 전공필수 : 18~21학점

 - 전공선택 : 15학점

인사조직·노사 

MBA

3

Digital 
Transformation 

MB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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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u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Konkuk 
MBA 
Program

프로그램 특징 •  사례 및 과제를 통한 실무학습 중심 교육 제공

•  실제적인 경영이슈들에 대한 토론식 학습 진행

•  현장과제연구 및 산학연계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  소규모 수업진행으로 긴밀한 1:1 멘토링 및 맞춤 교육 제공

•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2년 만에 졸업 가능(주중 야간과 주말수업)

Konkuk MBA프로그램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 교육과정으로서, 임원 및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및 필수 교육과정과 함께 경영학의 세부 영역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영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핵심 경영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경영이론과 다양한 경영사례 및 과제를 접목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영교육을 제공합니다.

구분 과목명(학점) 졸업학점

공통필수
기초회계(2), 경영통계(2), 경제학(2), 

글로벌 기업환경과 윤리(3), 현장과제연구1(3)
12

전공필수
마케팅관리(3), 전략경영(3), 재무회계(3), 재무관리(3), 

인적자원관리(3), 운영관리(3), 경영정보시스템(3) 
18+

전공선택

전공심화

관리회계(3), 회계정보와 의사결정(3), 경영분석(3), 

투자론(3), 마케팅특수문제(3), 마케팅전략(3), 

글로벌전략(3), 벤처창업과 경영전략(3), 

조직행동(3), 조직설계(3), 품질경영(3), 경영과학(3), 

비즈니스컨설팅(3), 데이터기반의사결정(3), 

현장과제연구2(1.5), 해외학술세미나(1.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1.5)

15+

인문소양
새롭게 보는 한국사(3), 글로벌문화와 미술의 이해(3),    

영화예술과 문화(3) 

계 45+

※ 공통 및 전공 필수 3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15학점은 전공선택 과목 중 자유롭게 수강 가능

교육과정 소개

•  공통필수(12학점) 및 전공필수(18학점) 과목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  전 과목 평균 2.4학점 이상 

졸업요건

Konkuk MBA 프로그램은 글로벌 전문경영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미국형 MBA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 · 재무 · 

마케팅 · 전략/국제경영 · 인사조직 · 운영관리/경영과학 · 정보시스템 등 경영학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 영역들에 대한 심화된 학습과정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인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수업은 주중 야간과 주말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의 교과목들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들로 구분되며, 전공선택은 전공심화, 인문소양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졸업이수학점은 총 45학점 이상이며, 12학점의 공통필수 과목과 18학점 

이상의 전공필수 과목 이수가 요구되고, 나머지 15학점은 전공선택 과목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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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MBA  
Program

Digi tal  Trans format ion  MBA(DT  MBA)는 국내 최초 및 국내 유일의 

디지털혁신경영 MBA프로그램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적 디지털 

리더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DT MBA에서는 일반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동시에 건국대학교의 강점이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SMAATH 산업 분야(스마트 산업: Smart City, Manufacturing, 

Animal Health Services, Agriculture, Transportation, Healthcare)의 DT 관련 

이슈에 대한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 줍니다. 이를 위해 일반경영 및 DT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최적화된 교육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  국내 최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MBA 과정

•  국내 유일 미국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파트너

•  건국대의 강점이자 DT를 주도하는 SMAATH 산업 초점

•  KUMBA SMAATH Network 기업 및 단체와 상시 협력

•  KUMBA SMAATH Network 기업의 DT 관련 현장문제를 수업과정에서 해결 

•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2년 만에 졸업 가능(주중 야간과 주말수업)

프로그램 특징

교육과정 소개 DT MBA에서는 2년간 주 1회 또는 2회 등교를 통해 45학점의 교과목 이수를 요구합니다. 

교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되며,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일반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공선택 교과목은 DT MBA에 특화된 심화학습을 

제공합니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목을 통해 SMAATH 산업의 총체적 DT 경영 이슈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DT 테크놀로지 및 AI 기반 의사결정 과목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공부합니다.

둘째, DT 비즈니스 모델과 DT BizOps 과목을 통해 디지털 인재가 갖추어야 할 혁신 및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또한, DT 리더십 과목을 통해 디지털 및 고객 중심 

마인드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업경영에 요구되는 리더를 이해하고 공부합니다.

셋째, DT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춘 후, 현장과제연구I 및 현장과제연구II 과목을 통해 

실제 건국대학교 SMAATH Network 조직의 DT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넷째, 산업 CEO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기술과 

해외시장에 대한 시야 및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구분 과목명(학점) 졸업학점

공통필수
기초회계(2), 경영통계(2), 경제학(2), 

글로벌 기업환경과 윤리(3), 현장과제연구1(3)
12

전공필수
마케팅관리(3), 전략경영(3), 재무회계(3), 재무관리(3), 

인적자원관리(3), 운영관리(3), 경영정보시스템(3) 
18+

전공선택

전공심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3), AI기반 의사결정(3),

DT BizOps(3), DT 리더십(3), DT Technology(3),

DT 비즈니스모델(3), CEO DT Seminar(1.5),

해커톤(1.5), 현장과제연구2(1.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1.5), 해외학술세미나(1.5)
15+

인문소양
새롭게 보는 한국사(3), 글로벌문화와 미술의 이해(3), 

영화예술과 문화(3) 

계 45+

※  공통 및 전공 필수 3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15학점은 전공선택 과목 중 자유롭게 수강 가능.   

단, Digital Transformation MBA학위 특성을 고려하여, *표가 붙은 과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수강을 권장함.

 

교육과정 구조

KUMBA SMAATH  

Network  

(KUMBA 스마트 네트워크)

•  미국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IIC),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Amkor Technology,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다양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공통필수(12학점) 및 전공필수(18학점) 과목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  전 과목 평균 2.4학점 이상 

졸업요건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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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노사
MBA 

인사조직·노사 MBA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람과 조직 운영 방식을 교육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인사조직 및 노사관계(Human Resourc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Labor Relation)에 특화된 MBA 프로그램입니다. 본 과정은 경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사조직·노사관계에 대한 최신의 지식 및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인사조직 전문가(HR Professional)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 있어 인적자원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최고경영자 

또는 차세대 경영자에게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특징 •  국내 유일 인사조직·노사 전문 MBA 과정

•  인사조직·노사관계 최고의 연구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겸비한 교수진 

•  인사조직·노사관계와 관련된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  인사조직·노사관계에 특화된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교과과정

•  소규모 수업진행으로 긴밀한 1:1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제공

•  사례 중심 교육 및 컨설팅 역량 향상을 위한 Action-learning 기반 교육

•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2년 만에 졸업 가능(주중 야간과 주말수업)

인사조직·노사 MBA는 2년간 주 1회 또는 2회 등교를 통해 45학점의 교과목 이수가 가능 

합니다. 교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되며,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일반경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고, 전공선택 교과목은 인사조직·노사 MBA에 

특화된 심화학습을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경영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함께 인사조직 및 노사·고용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겸비한 인사조직 전문가는 물론 최고경영자 또는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노사 MBA에서는 경영학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인적자원의 특성과 활동, 조직의 구조와 제도 등을 

학습하여 조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방안을 

모색하며, 최근 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 및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일반경영 및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최적화된 학습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소개

한편 주말 1회 등교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실습활동을 통해 직무분석·채용, 성과평가· 보상, 

비즈니스협상, 리더십, 글로벌인사, 노사관계 등의 영역을 학습합니다. 또한 HR어넬러틱스 

·핵심인력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경영진 코칭, 고용관계 이슈 등을 학습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ERMP(Employment Relations 

Mentor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교수진이 경력서비스 어드바이저(Career 

Services advisors)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조직 목표에 따른 개인 직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학생들에게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팀의 일원으로 다른 

전문 분야를 추구하는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과목명(학점) 졸업학점

공통

필수

기초회계(2), 경영통계(2), 경제학(2), 

글로벌 기업환경과 윤리(3), 현장과제연구1(3)
12

전공

필수

마케팅관리(3), 전략경영(3), 재무회계(3), 재무관리(3), 

인적자원관리(3), 운영관리(3), 경영정보시스템(3) 
18+

전공

선택

전공심화

조직행동(3), 조직설계(3), 인적자원개발(3), 

리더십·코칭(3), 직무분석·채용(3), 성과평가·보상(3), 

비즈니스협상(3), 글로벌인사(3), 고용관계(3), 

노사관계(3), 고용정책특강(3),

HR어넬러틱스·핵심인력관리(2), 

인사조직 현장컨설팅(3), 

해외학술세미나(1.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1.5)

15+

인문소양
새롭게 보는 한국사(3), 글로벌문화와 미술의 이해(3),            

영화예술과 문화(3) 

계 45+

※ 공통필수 ‘경영통계’ 과목은 전공심화 과정 ‘HR어넬러틱스·핵심인력관리’로 대체 가능하며, 

 ‘현장과제연구1’은 전공심화 과정 ‘인사조직 현장컨설팅’ 과목으로 대체 가능

교육과정 구조

•  공통필수(12학점) 및 전공필수(18학점) 과목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  전 과목 평균 2.4학점 이상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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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 
LiFe

Academic Activities

케이스 페스티벌

매년 1학기에 개최되는 케이스 페스티벌은 참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KU 

MBA만의 차별화된 교내 학술축제이다. 본 행사를 통해 모든 

참가팀들은 대외 사례분석 경진대회를 준비할 수 있고, 우수 

팀들은 총동문회에서 지원하는 상금을 받는다.  

해외학술세미나

매년 2학기에 개최되는 해외학술세미나는 KU MBA가 

자랑하는  글로벌 연계교육 프로그램이다. 방문국가는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모든 참여 학생들은 

방문국가의 문화와 경영환경에 대한 사전학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해외 자매대학, 무역공관, 현지 기업체 

등을 방문하고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한다.

월례포럼

월례포럼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특강으로서, 주제는 경영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학기 초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매 

학기 3회 개최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정규 수업들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되며, 참여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멘토링

회사/조직 내에서의 성장잠재력 제고, 진로개발, 문제해결 

역량강화 등 경영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와 졸업생들이 제공하는  

1:1 지원프로그램이다. KU MBA의 모든 재학생들이 

신청가능하며 주제는 진로 및 경력개발, 갈등 해결, 리더십 

역량개발, 조직문화 적응 등 다양한 이슈 중 멘토와 멘티 간의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 

Networking Activities

KU MBA 동문회 

KU MBA 동문회는 지난 수년간 배출된 자랑스러운 KU 

MBA 졸업생들과 미래의 동문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e수첩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케이스페스티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월례포럼, 홈커밍데이, 동문체육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홈커밍 데이 & 동문체육대회

모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데이 

행사와 동문 체육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된다. KU MBA 

원우회가 주관하는 본 행사들을 통해 재학생들은 졸업생은 

물론 교수님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KU MBA에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1박2일 

행사이다.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다수 

참여하는 본 행사에서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즐겁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선배들의 노하우들이 소개되며, 

친목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Family Day

입학 후 첫번째 학기를 마친 재학생들이 가족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KU MBA를 함께 경험해보는 

행사이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 온 원우들의 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높이고, KU MBA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본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와 동문회에서 

지원하는 만찬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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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 
Faculty 

권기욱 Ph.D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김광수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권형진 Ph.D

Bielefeld University

김기흥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진욱 Ph.D

University of Oregon

김준익 Ph.D

University of Manchester

김진욱 Ph.D

University of Paris 1

김태완 Ph.D

Syracuse University

김호중 Ph.D

Georgia State University

김대환 Ph.D

Harvard University

김용재 Ph.D

University of Washington

김상익 Ph.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

김수인 Ph.D

Yonsei University

김우성 Ph.D

KAIST

김종인 Ph.D

Ohio State University

김주권 Ph.D

Rutgers University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은 탁월한 강의 및 연구수행 능력은 물론,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들과 다양한 산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뛰어난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Ph.D

Ohio State University

민동기 Ph.D

Cornell University

박진용 Ph.D

Yonsei University

박재민 Ph.D

Ohio State University

배진호 Ph.D

University of Washington

서성원 Ph.D

KAIST

송영화 Ph.D

University of Tokyo

신병주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송형권 Ph.D

Colorado Technical 
University

신현걸 Ph.D

Korea University

서한손 Ph.D

University of Minnesota

선정훈 Ph.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송균석 Ph.D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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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 
Faculty 

심충진 Ph.D 

Kyung Hee University

오준환 Ph.D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양혜경 Ph.D 

Cornell University

유재욱 Ph.D 

Washington State 
University

유상열 Ph.D 

Korea University

이국희 Ph.D 

Georgia State University

윤동열 Ph.D 

Ohio State University

이근철 Ph.D 

KAIST

이미영 Ph.D

Purdue University

이기성 Ph.D

Konkuk University

이석준 Ph.D

University of Wisconsin

이승윤 Ph.D

McGill University

이정호 Ph.D

Hongik University

임채성 Ph.D

University of Sussex

장국현 Ph.D

University of Alabama

정선양 Ph.D

Stuttgart University 

정헌수 Ph.D

New York University

정환 Ph.D

Syracuse University

정혜정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최병욱 Ph.D

University of Texas, 
Austin

켈리 아시아라  MBA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한승현 Ph.D

Harvard University

한정수 Ph.D

Konkuk University

함유근 Ph.D

Boston University

26 27

KU MBA FAcUlTY 



세계 경영흐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지닌 사람들 

건국대학교 MBA의 사람들입니다. 

insight &
Pride

FAQs

ADMISSION

KU MBA INTERVIEW

INSIGHT & pRIDE



KonKu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수업

•   정규학기 수업은 평일(화, 수) 야간과 토요일(종일)에 

개설됩니다. 평일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토요일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택에 따라 주 1회 또는 2회 등교로 

정규학기에 9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여름과 겨울 계절 학기에는 각각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등록금(수업료)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업의 질적 제고와 적극적인 토론수업을 위하여 

수강신청 인원이 25명이 초과될 경우 분반이 고려되고, 

4명 이상의 선택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졸업논문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마지막 

학기 중에 실제 기업에 대한 사례개발, 비즈니스모델 

창출, 현장 프로세스 개선 등 구체적인 아웃풋을 

산출하는 현장과제연구1 강좌(3학점) 또는 인사조직 

현장 컨설팅을 이수하면 됩니다. 

장학금

•   신입생 장학금 - 입학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최소 

15%부터 최대 50%까지, 평균 30% 지급됩니다.

•   재학생 장학금 - 학기말 평점이 4.3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학기의 장학금 비율에서 10%가 가산되며, 3.5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전 학기의 장학금 비율에서 10%가 

감산되어 적용됩니다. 성적을 잘 유지할 경우 재학생 

장학금은 80%까지 지급됩니다.

휴학

•   등록기간 중 휴학신청은 등록자와 미등록자 모두 

가능하며, 등록기간 이후의 휴학신청은 등록자에 

한하여 중간고사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은 1년이며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은 휴학이 불가하며,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입학

•   추천서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추천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추천자의 성명, 회사 및 기관명, 직위, 연락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성적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   TOEIC, TEPS, TOEFL, IELTS, TOEIC Speaking, 

OPIc이 인정되는 공인성적입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외국어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FAQs ADMiSSiON
차별화된 경쟁력은 스스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21세기, 같은 위치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도약대 위에 서야 합니다. KU MBA가 여러분의 성공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모집과정

•   Konkuk MBA (일반경영 MBA)

•   Digital Transformation MBA

•   인사조직·노사 MBA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1부

  (http://home.konkuk.ac.kr/cms/Common/Wonser/

WonserConfirmG.do?grsc=121383)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공인 영어성적증명서 원본 1부(선택)

•   직장상사 또는 교수 추천서 원본 1부(선택)

전형방법

서류전형 50%  /  면접전형 50%

지원방법

•   원서접수 기간에 온라인 접수 후 지원서 및 서류 제출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전형료(80,000원) 납부

유의사항

•   입학지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   입력한 지원서 및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 

불가합니다.

•   원서 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학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 미고지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원) 출신자의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는 

학력조회를 위해 학교주소에 대한 기재가 요구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위조·변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학 후 발견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등록금 및 제반비용 반환 불가).

•   입학전형 성적을 포함한 사정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450-0505 팩스 02)452-3109

이메일 kumba@konkuk.ac.kr      홈페이지 http://mba.konkuk.ac.kr/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경영관 311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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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BA를 통해

더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발걸음으로 

KU MBA가 더욱 빛이 납니다.  

KU MBA 
interview

KU MBA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비 동문님을 생각하니 열정적으로 경영학 공부에 매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공학 석사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자기 계발을 통해 승진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KU MBA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주요 이유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한 접근성, 수강 편의성, 학교 명성 등을 고려했습 

니다. 졸업 후 체감한 왜 KU MBA인가는 최고 수준의 교수진, 강의 콘텐츠, 다양한 분야, 배경을 

가진 동료 그리고 학업에 최적화된 인프라입니다. 

최고 수준의 강의라는 증거는 매년 열리는 MBA Case festival에서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당당히 

입상한 경험,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경험에 비추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효과적 표현과 협업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필요하지만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KU MBA 

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키우면 분명히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저도 KU MBA를 통해 업무 성과와 소통 능력에서 향상을 경험하였으며, 발탁 승진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와 캠퍼스 환경은 여러분의 학업 성과 향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용 

열람실이 제공되어 언제든 편안하게 학습하실 수 있고 건대 주변 상권과 일감호는 재충전에 도움 

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KU MBA에 도전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경영이론과 글로벌 최신 지견의 사례교육에 능통하신 최고의 교수님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력과 훌륭한 역량을 겸비한 동기들과 동고동락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KU MBA의 가장 큰 강점인 “현장 중심의 특화된 실무형 강의”와 “활발한 토론 및 발표 

참여로 최적화된 규모의 클래스”를 통해서 회사와 부딪히는 어려운 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문제 해결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와 전략경영 수업에서 접하는 무수한 사례들과 이론들은 전략적 사고의 큰 

틀과 문제 해결역량을 배양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 즈음에는 

회사 내에서 진급과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회사로의 이직 그리고 헤드 헌터들의 다양한 제안까지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외근과 출장이 많은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매주 2번의 수업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지식과 

간접경험은 제 삶의 큰 활력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운을 이어받아 노르웨이 

국립 오슬로대학교의 Health Economics, Policy and Management대학원에서 보건경제성 

평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KU MBA는 살아있는 지식 교류의 현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라고 믿습 

니다. KU MBA로 오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연마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KU MBA가 

함께 할 것입니다!

KU MBA를 만나게된 것은  

제 인생에서 큰 행운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교류의 현장, 

KU MBA

엄춘식 동문 

노르웨이 국립 오슬로대학교 대학원 재학,

KU MBA 11기 졸업생

공학도가 MBA를 통해  

승진과 창업을 준비하다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KU MBA

김대성 과장 

STX엔진 전자통신팀, 

KU MBA 12기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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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퇴근 후 3시간과 주말시간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MBA석사 과정을 찾던 중 KU MBA를 만나게 

되었고, 저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KU MBA는 “탁월한 선택” 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압축 한다면,

첫째, 최신 경영이론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

둘째, 전 과목에서 하버드경영대학(HBS) 경영사례 활용하며, 기업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필드과제 연구로 특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

셋째,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90%로 유지하는 최고의 장학혜택 제공이었습니다.

KU MBA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380일간 해외출장, 212 번의 비행탑승, 1백만 킬로미터의 비행거리(지구 24바퀴거리), 17개 

국가 관리, 9.2% 연평균 성장률. 이 숫자들은 인터내셔널 마케터로서 지난 4년간 저의 싱가폴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년 전을 뒤 돌아 보면 저는 한국 마케팅부서에서 지극히 평범한 

마케터였지만 보다 넓은 세상에서 보다 전략적인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열정만 있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꿔왔던 인터내셔널 마케터가 되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은 언제였을까? 그 시점은 

30대 중후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 꿈꾸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나를 위해 행동으로 옮긴 시점일 

것입니다. 바로 KU MBA 를 지원하고 저의 인생 2막을 위해 2년간의 투자와 그동안의 가족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KU MBA에서 무엇보다 즐겼던 것은 실무형 사례중심의 

토론이었습니다. 열정 가득하신 교수님이 Harvard business case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회사의 경영사례를 하나하나 모아서 두꺼운 교재로 만들어 주시고 매주 한 케이스씩 정독하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오늘날 제가 strategic insight를 구현할 

때 마다 여전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 교재는 여전히 제 서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바로 KU MBA에 지원하십시요. KU MBA 는 현장 중심 

실무형, 고품질의 토론 중심 참여형 MBA 코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고민하지 않은 사항은 

본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나를 디자인 하다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  

KU MBA

이경희 분원장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 분원장

KU MBA 3기 졸업생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꿈꾸는 자를  

현실로,  

KU MBA

조인식 상무

사노피파스퇴르 마케팅 부서장

KU MBA 2기 졸업생

2년의 MBA 과정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경험에 의존 

했던 마케팅,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MBA 과정을 통해 증거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대 MBA는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특히 건국 MBA만의 장점인 ‘토론 수업’과 ‘현장 사례연구 수업’은 회사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 

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능력과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KU MBA는 실용적인 지식 전달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U MBA 

월례포럼’, Team-Building 워크샵’, ‘멘토링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휴먼 네트웍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KU MBA로 오십시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U MBA가 함께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스튜피드-

항상 공부하고 싶었지만 늘 미뤄 왔던 이유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로 석사  

과정을 25년 이상 미루었고,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MBA에 입문 

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영업 직종에 근무하면서 기초적인 경영지식은 어깨너머로 습득하였 

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여 경영진에 합류할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그 한(恨)을 풀고 싶어 

선택한 KU MBA는 제가 스스로 경영에 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1년 만에 청주 지역의 모범 회사로 자리매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KU MBA는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전문지식을 배우는 곳일 뿐 아니라, 무수한 사례를 가지고 학업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지식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KU MBA의 주중 1회 야간 수업과 

주말 종일 수업 과정은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입학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휴학을 고민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동기 

들의 만류와 응원으로 학업을 계속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젊음이 살아 숨 쉬는 캠퍼스를 가슴 펴고 활보하는 행복, 여러분도 누리십시오.

차별화된 경쟁력은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가는 것

실용지식의 

산실 

KU MBA

안인구 본부장

(주)수산아이앤티,  ㈜수산홈텍, 

KU MBA 10기 졸업생

전문경영인이 되기 위해  

나의 지식을 경영하다

지식 교류의  

장(場),  

KU MBA

노상식 부분장

엘지생활건강 화장품 사업부 면세점 부분장, 

KU MBA 11기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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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u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세계 경영 흐름을 읽는  

폭넓은 통찰력으로 

특별한 프라이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의 중심

건국대학교 M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