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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Business 

미션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국제화된 경영대학이 된다

경영의 원리와 최신의 실무 기법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적 덕목을 갖춘 전문가를 배양한다

격변하는 국제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경계없는 혁신으로 세상을 연결하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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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약 600명

일반대학원생

약 100명

구성원1978  공과대학 공업경영계열내 경영학 전공 신설

1980 경영학과 독립

1981 경영대학 승격

2001 e-비즈니스학부 신설

2004 AACSB 회원가입

2009   한국 경영교육인증원 인증 획득
금융공학부 신설

2012 학사조직개편(학부제 → 학과제)

2014.   2.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 통합인증(학부/대학원) 획득

7. EFMD 회원가입

7. 대학특성화사업 선정(경영학과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

2016. 2. 경영학국제인증(EPAS) 획득

2018. 3. 글로벌경영학과 신설

History

학과 입학정원 재학생

경영학과 112 약 675

e-비즈니스학과 44 약 175

금융공학과 40 약 150

글로벌경영학과 53 2018년 신설학과

학부생
약 1,000명 

전임교원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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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경영전략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김경호 박사(Boston University) 경영전략

김기민 박사(McGill University) 경영전략 및 조직

김영곤 박사(U.C.L.A.) 국제경영

마케팅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권경난 박사(University of Tennessee at Knoxville) 마케팅

이병덕 박사(University of Michigan) 마케팅

이승환 박사(Syracuse University) 계량마케팅

이홍재 박사(U.C.L.A.) 마케팅

조재운 박사(University of Pennsylvania) 마케팅

최환호 박사(University of Manchester) 마케팅

인사조직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김도영 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 인사조직

박호환 박사(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노사관계

백연정 박사(University of Maryland) 인사조직

정대용 박사(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인사조직

조영호 박사(Aix-MarseilleⅢ University) 조직, 인사

최명원 박사(University of Georgia) 인사조직 및 조직개발

재무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서성원 박사(KAIST) 재무관리

송영균 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 재무관리

회계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김상일 박사(Yonsei University) 회계학

김재현 박사(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회계학

박청규 박사(University of Kentucky) 회계학

윤소라 박사(Oklahoma State University) 회계학

한봉희 박사(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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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M (생산서비스 운영관리)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김선교 박사(Purdue University) 산업공학

김승환 박사(Arizona State University) 산업공학

성민제 박사(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생산관리

이창환 박사(Rutgers University) 공급망관리

장병윤 박사(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Simulation

경영일반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윤천석 박사(University of Massachusetts) 스포츠마케팅

Troy B. Felver 박사(University of Virginia) 법학

Jinhua Cui 박사(Korea University) 재무관리

e-비즈니스학전공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강민철 박사(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Engineering Science

강민형 박사(KAIST) 경영정보

강주영 박사(KAIST) 경영정보

이재식 박사(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정보

이 철 박사(SUNY at Buffalo) 경영정보

임재익 박사(University of Iowa) 경영정보

금융공학전공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구형건 박사(Princeton University) 재무관리

김하영 박사(Purdue University) 수리재무

배형옥 박사(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해석학

성재영 박사(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재무

심규철 박사(POSTECH) 수리재무

원동철 박사(Rice University) 재무관리

유재인 박사(G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명예교수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용세중 박사(GrenobleⅡ University) 경영전략

황의록 박사(Oklahoma State University) 마케팅

김승범 박사(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영전략

이주희 박사(Aix-MarseilleⅢ University) 재무관리

김광윤 박사(Korea University) 회계학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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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갖춰야할 전문지식 습득

조직의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배출

공정하고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경영인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

학부과정 경영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목표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은 국민경제의 주도적 주체인 기업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하는 실천적 

과학으로서 사회적 효용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대형화되고 국제화 됨으로써 그 

내부적 복잡성이 매우 증대되었으며, 기업환경 또한 급속히 변모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학,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MS/OM(생산서비스 운영관리), 경영정보, 경영전략, 경영일반 등의 분야에서 80여 과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인증과 EPAS 국제경영인증획득으로 경영학 교육의 품질을 인정받은 경영학전공은 학내에

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졸업생들이  

전문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014년 2학기부터 

5년간 CK-Ⅱ국제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Glocal BIZ-Leader (경영학+국제지역학)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글로비즈지역트랙 융복합 교육과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인턴, 교환학생, 해외현장연구, 

해외단기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졸업  이수학점

129학점
※ 필수 이수학점 구성표 (2018학번 기준)

구분

교양필수(22학점)
학과필수 
(1학점)

계열필수 
(3학점)

전공(63학점) 지역트랙(15학점)

아주인성 영어1, 2 글쓰기 영역별 교양
경력설계와 
창업입문1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전공필수 전공선택 트랙필수 트랙선택

경영학전공 1 6 3 12 1 3 36 27 - -

글로비즈 
지역트랙

- - - - - - - -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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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졸업  이수학점

129학점
※ 필수 이수학점 구성표 (2018학번 기준)

구분

교양필수 
(22학점)

학과필수 
(4학점)

계열필수 
(3학점)

전공 
(63학점)

아주인성 영어1, 2 글쓰기 영역별교양
경력설계와 
창업입문1 

기업가정신과 
경영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전공필수 전공선택

e-비즈니스학전공 1 6 3 12 1 3 3 51 12

테크노경영인의 전문지식 습득

조직 리더의 배출

도덕적 직업인 육성

세계적 기업가 양성

학부과정 e-비즈니스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e-Business

교육목표

디지털화와 인터넷 열풍은 경영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습

니다. 이로 인해 모든 분야의 경영활동은 인터넷 때문에 기업조직 형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시점에 왔으며, 최근 들어 스마트 기기, SNS의 성장, IoT 등으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

한 대규모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주대학교의 e-비즈니스 학

과는 종래의 경영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영조직과 경영활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연

구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배우는 최신 학문 분야입니다.

e-비즈니스학과에서는 경영학과 정보기술의 토대 위에서 이 두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됩

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전문가는 ‘정보기술을 겸비한 경영자’ 이거나 ‘경영학의 이해가 깊은 정

보기술 전문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 입니다. 이렇게 두 분

야를 융합한 학문을 전공한 인력은 한쪽 분야만을 전공한 인력보다는 수십 배의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같이 e-비즈니스 전공은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조직, MS/OM 등 기존의 경영학의 기본 원리를 모두 

배우게 되며, 데이터 분석 및 정보기술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두 분야의 원리를 접목하

고 응용하여 새로운 경영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학문 분

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Connecting the W

orld ABIZ

12	
경
계
없
는
	혁

신
으
로
	세

상
을

 연
결

하
다



경제학, 경영학, 수학, 컴퓨팅의 융합과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공학 전문인력 양성

학부과정 금융공학과

금융공학은 재무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 컴퓨팅의 융합학문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금융 산업의 첨단핵심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은 상업

은행, 투자은행, 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투자, M&A, 리스크관리,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전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금융공학과의 커리큘럼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융합

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금융공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교육관계, 입문단계, 심화

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초교육단계에서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경제적 사고 능력과 분석능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교육과정이 제공됩니다. 입문단계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관한 기본 

이론과 금융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능력의 기초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심화단계에서는 금융 

현상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인 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제공됩니다. 이 단계

에서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등 금융공학의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Financial Engineering

교육목표

학과소개 교육과정 

총 졸업  이수학점

129학점
※ 필수 이수학점 구성표 (2018학번 기준)

구분

교양필수(22학점) 학과필수(16학점)
계열필수

(3학점)
전공(63학점)

아주 
인성

영어 
1, 2

글쓰기
영역별 
교양

경력설계와 
창업입문1

수학  
1, 2

재무계산
프로그래밍

경제적 
사고방식

금융 
소프트웨어

EBP 1,2
데이터 

분석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금융공학전공 1 6 3 12 1 6 3 3 3 0 3 5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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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융복합 능력

통찰력과 연결성에 기초한 스마트 네트워킹능력

통합적 분석력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창출능력

국제비즈니스무대에서 경쟁 가능한 외국어능력, 문화이해 및 적응력

높은 소양과 윤리의식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십

학부과정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특별전형 학과로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경영학과만의 4대 역량(글로벌 

역량, 혁신역량, ICT기술역량, 경영리더십역량) 향상에 초점을 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속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인재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타 학과 학생들과 다르게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PBL(Problem 

based learning)과 TBL(Team based learning)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현장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Change Maker’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의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제공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경영학전공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학문분야로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든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Global Business

교육목표

학과소개 교육과정 

총 졸업  이수학점

120학점
※ 필수 이수학점 구성표 (2018학번 기준)

구분
대학필수 (21학점) 계열필수 (3학점) 전공 (96학점)

영어 1, 2 글쓰기 영역별교양 경영정보시스템 전공필수 전공선택

글로벌경영학전공 6 3 12 3 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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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문제는 더욱 복잡, 다원화되고 경영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또한 고급화되

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MS/OM, 마케팅, 회계, 재무, 

인사조직 등 기업경영의 기본기능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차적으로는 전략적 경영관리, 

창업 및 중소기업경영, 기술혁신, 국제화관리,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설계와 운용, 노사관계의 

관리, 서비스관리 등 주요 경영이슈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폭넓게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를 도와 각종 학술연구 및 산학연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동료들과 연구성과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며, 졸업 후에는 전문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산업

체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교육목표

전문적 연구 능력을 통해 심화된 경영학적 지식을 학문적 연구와 경영 현장에 활용하여 국제화 

및 정보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현대사회가 정보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환경도 매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관리의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는 컴퓨터분야의 지식을 경영에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대외적 경쟁우위와 대내적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보관리분야의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고자 1989년에 개설되었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일반경영학 분야는 물론 컴퓨터 관련지식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여러 학문을 학습,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된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통해 현대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경영자, MIS기획·관리·운영 전문인을 양성, 배출함을 목적으로 

학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컴퓨터 관련 지식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식을 경영 이론에 접목하여, 실제 직무에

서 활용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MIS 기획, 관리, 운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금융공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World Class University(WCU) 사업 금융공학 분야에서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해서 단독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융공학은 금융자산 및 금융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 제반 금융 문제를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

하는 첨단 학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금융공학은 금융경제학과 수학의 융합학문으로 탄생하여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오늘날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첨단핵심기술이 

되었습니다. 미국 Wall Street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가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의 유수 대학들은 이미 금융공학 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Oxford, Stanford, Chicago, MIT, Princeton 등 손꼽히는 명문대학들이 금융공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공학 인력은 경제 현상에 관한 이해, 수학적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모델링에 필요한 창의성 

등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금융공학 인재들의 시장가치가 높다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계에서는 각자 금융공학팀, 파생상품팀, 선물옵션팀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금융공학 전문인

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금융공학 인력을 필요로 하며, 금융컨설턴트, 

금융공학 전문 법조인 등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금융공학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끊임없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본 학과는 체계적이고 수준이 높은 교육을 통해 금융산업과 학계의 리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수학분야와 금융분야 등에서 필요한 과목을 적합한 순차에 맞추어 이수하는 

융복합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목표

재무 및 경제에 대한 직관력과 수학적 분석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에 있어서 Principle, Theory, Modeling, Implementation 이라는 비전 하에 학문윤리 및 수월성, 개념

의 이해, 방법론의 적용, 전략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장학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에서 확인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금융공학과

경영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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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II 대학특성화사업

Creative KoreaⅡ

Global 
Openness 

Global 
Communication 

Skill

Versatile 
Leadership

Regional 
Adaptability 

Global Biz 
Intelligence 

Glocal 
Biz-Leader 

핵심역량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
CK-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모 기간 동안 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총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많은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겨루었습니다. 아주대 경영

학과는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화 분야에서 사업이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환경의 글로벌 인재란 무엇일까요?

글로벌 인재라는 말도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뜻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날의 글로벌 인재는 넓은 글로벌 시야와 지역 

밀착형 현지적응 능력/경험 개발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현지에 맞게 행동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Globiz 사업단은 읽고 쓰고 외우는 학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직접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Global Learning Eco-System입니다. Global Learning Eco-System을 구축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경영학과 지역학’을 융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GLOBAL

LOCAL

GLOCAL

Glocal 
Exposure

Everyday 
Global

 Global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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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Global Learning Eco-system 구축

Glocal Exposure Everyday Global Global Attraction

추진목표 1인 1지역 전문화 Bilingual 생활화 내외국인 동수 수용

10대
실행과제

➊  지역학-경영학 융합교육

• 지역트랙 교육과정 전면 개편

• 글로벌 소양교육 특강

• ABIZ 경영도서 경진대회 

➋  전원 해외 체험 교육

• 교환학생 확대

• 글로벌현장연구

• 글로벌 인턴십

• 해외 어학 · 문화연수 

• K-CESA

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집중 교육

• 비즈니스 영어 집중교육

• 토익스피킹 및 공인영어시험 지원

• 이문화 교육

➍  글로벌네트워킹

• 글로벌 멘토링

➎  다산관의 글로벌 존(Zone)

•   다산관 로비 글로벌존화 및 
글로벌라운지 설치

➏  Bilingual 지원체계

• ABIZ Global Center 운영

• 영어 능통자 행정인력 배치

➐  지역연구소학회 운영

• 권역별 지역연구소학회 운영

• 현장연구 연계

➑  전과목 영어강의

•  영어강의 전면 확대

➒  Discover KOREA Program

•   외국인 학생과의 한국 기업 탐방 및 
문화체험 지원 

➓  외국인 Total Care

•   외국인 유학생회 운영 및 한국인 학
생과의 교류 적극 지원

•   ABIZ 글로벌 서포터즈(AGS)를 통한 
외국인 생활 및 학업지원

Global Learning Eco-system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

GLOBAL LEARNING
ECO-SYSEM

GLOCAL 
EXPOSURE

EVERY
GLOBAL

8

7

6

5

2

9

10

4

3

1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멘토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집중 교육
비즈니스 영어 집중교육, 토익스피킹
특별시험 및 공인 영어시험 지원 

전원 해외 체험 교육
글로벌 현장연구, 글로벌 인턴십,
해외 어학 · 문화 연수, K-CESA

지역학-경영학 융합교육
교과 과정 전면 개편, 교재개발, 
글로벌 소양교육 특강, ABIZ 경영도서 경진대회 

외국인 Total Care
외국인 유학생회, AGS운영 

Discover KOREA

전과목 영어강의
영어강의 전면 확대 

다산관의 글로벌존(zone)
다산관 로비 글로벌존화,
글로벌라운지 설치 

Bilingual 지원체계
ABIZ Global Center 운영

지역연구소학회 운영

GLOBAL
LEARNING

ECO-SYSEM
GLOBAL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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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

에게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스 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스 벨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영학 지식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

생들이 꾸준히 자신을 계발하고 진취적으로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벨트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화이트벨트, 옐로우벨트, 그린벨트, 블랙벨트, 총 4개의 

벨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벨트 충족을 위한 항목

• 평점

• 외국어성적

• 봉사활동

• 글로벌경영지식

• 경력관리

• 해외연수/교환학생 등

화이트벨트
White Belt

옐로우벨트
Yellow Belt

그린벨트
Green Belt

블랙벨트
Black Belt

글로벌 리더스 벨트

Global Leaders Belt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차별화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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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를 선도하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매 학기 10여 개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명이 넘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또한 매 학기 15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경영대학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 중입니다.

     국내활동 
• Discover KOREA
• AGS
• 외국어 강좌
•   토익스피킹 특별시험, 
공인어학시험 지원

  

    해외활동 

• 해외 어학 · 문화 연수 

• 글로벌현장연구/GLP

• 글로벌인턴십

비교과
• 경영학-지역학 융합 트랙

•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 다수의 전공 영어 강의 

• 교환학생/복수학위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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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류
어학(영어, 중국어 등) 연수 / 경영학 강의 / 문화 체험 / 기업 탐방 / 홈스테이

* 위 내용은 프로그램 별로 상이함

파견 기간 하계/동계 방학 기간 중 (2~4주)

해외 어학 · 문화 연수01

비교과 
프로그램

글로벌현장연구 : 경영학과

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학생들은 직접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나만의 해외탐방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은 

물론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는 생동감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견자에게는 권역별로 책정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글로벌현장연구/ GL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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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ing의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한국인 재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구성

된 그룹으로 한국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

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자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도 사귀며, 문화 유적지 탐방부터 체험학

습 및 기업 탐방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

오게 됩니다.

Discover KOREA03

경영대학은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글로벌 서포터즈 그룹을 매 학기 선발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선발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전공 학습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며 장학

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04  ABIZ 글로벌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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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NO! 학원 NO! 이제 학교 내에서 제대로 된 어학 공부가 시작됩니다! 해외 취업과 

어학 학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일본어, 영어 등 특별반을 개설하여 양질의 

어학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필수가 된 영어 자격증! 금전적 부담이 되는 비싼 응시료를 학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스피킹과 오픽 점수 취득 시 응시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교내 토익스피킹 특별시험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응시 환경과 채점 방식으로 공인 정기 시험 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학 강좌 개설05

공인어학시험/
토익스피킹 특별

시험 지원

06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기본적 역량 교육을 위하여 전 세계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1인 1지역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학번부터 시행)

(북미 , 중 · 남미 , 유럽 , 아프리카/중동 , 동남아/인도 , 중국 / 일본 / 창업)

경영대학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

하고, 학기나 방학 기간 중 그에 맞는 국가로 직접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현장연구 등 산학협력과 연계된 다양한 실무체험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의 진로

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계발을 위해 Business English 1, 2 과목을 전공 필수 교과목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독해 중심의 영어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말하기 영역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기 중 외에도 방학기간 중 1개월간 집중 학습 과정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제도 : 본교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대학에서 1학기 혹은 1년을 수학하고, 

이수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한 학기 

간 해외 자매대학교의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현재 전 세계 

약 67개국 312개교 및 6개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복수학위 제도 : 4년의 대학생활 동안 두 곳의 학위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교에서 일정 조건의 학점을 충족하고 상대교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매대 2개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SUNY-Stony Brook University (스토니브룩대학)

•미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일리노이공과대학)

  * 추후 변동 가능

교과 
프로그램

경영학-
지역학 융복합 
트랙 운영

01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 도입

02

 교환학생 /
 복수학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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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인턴십 현황 (국내 및 해외)

구분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계

2017-동계 56 19 7 82

2017-하계 58 13 10 81

2016-동계 58 18 7 83

2016-하계 47 14 2 63

재학기간 중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국내·외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사회 진출 방향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재학기간 중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에

서는 적극적인 인턴십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및 인턴십 장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  일정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수행할 경우 기간에 따라 경영인턴십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4주 현장실습 : 3학점

•8주 현장실습 : 6학점 (재학기간 내 최대 12학점 수강 가능)

경영
인턴십

3, 4학년 학생들에게 전 세계 약 20여 개국의 기업으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견 기간은 기업에 따라 4주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며, 학생들은 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해외 체험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글로벌 인턴십 파견기업 사례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기업, IDB(미주개발은행), University of Indonesia CREATES 프로그램 연계 

인턴십, KOTRA 등

글로벌
인턴십

3, 4학년 학생들에게 전 세계 약 20여 개국의 기업으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견 기간은 기업에 따라 4주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며, 학생들은 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해외 체험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기업, IDB(미주개발은행), University of Indonesia CREATES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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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회 경영대학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소학회,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연구과제를 직접 체험하는 지역연구

소학회 등 다양한 소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학회명 주요 활동

A.A.A. 회계원리 중심의 학습 및 토론

ABN 경영학을 기반으로한 교내외 언론활동

AFIA 재무관리의 이론을 실제 증권시장에 적용

AFLO 국내의 금융공학 연구 인재의 기반 형성 및 향상 연구

B-Cube 프로그래밍 스터디를 통한 웹서비스 개발

C.O.R.E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화

COSBI 문화예술산업의 경영학적 분석연구

d2I Data의 수집, Data Base의 구축, Information, Knowledge 및 Intelligence의 도출 및 제공

FEPSI 융합형 프로그래밍분야의 실체적 학습

RPM 마케팅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감각과 실무능력 배양

경영뉴스 뉴스를 통한 경영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경영심리 경영학과 심리학의 접목 및 융합 연구

비더비즈 축구를 통한 심신단련, 친선도모

증권연구회 주식과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지역연구소학회

소학회명 권역/주제 주요 활동

AP 중동 / 아프리카
아프리카 권역에 대한 경제ㆍ경영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

ASEA 동남아 / 인도 동남아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

CAN 중국
중국에 대해 거리감을 좁혀 나가 중국 문화/경제/사회에 

올바른 자세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성

EU 유럽
유럽지역의 문화를 간접적,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유럽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

MAC 북미
북미의 실질적 이론을 심도있게 탐구, 

현지 전략화 & 마케팅 지식을 현장 직접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UNO 중남미 '중남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일본경영연구회 일본
일본 지역의 선진 경영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일본의 역사, 
문화 등 일본 지역에 대하여 탐구하여 일본 지역 전문가 양성

ERS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한 경영 연구

GPS 글로벌 창업 글로벌 창업(스타트업) 분석 및 연구, 팀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경진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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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대우장학 경영대학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아주사랑장학
대우장학을 선발한 학과, 학년을 제외한 학과,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율곡장학

경영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는 자
1개 학기 수업료 반액

아주희망장학 가계곤란자 학기별 변동

아주복지장학 가계곤란자 학기별 변동

1-1-1 캠페인장학
가계곤란자

(소득분위 0 ~ 8분위 중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1,200,000원

리더장학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 리더장학A :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총학생회장  정, 부, 대위원의장)

• 리더장학B:   수업료 70%면제(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 리더장학C:    수업료 30%면제(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사회봉사장학
사회봉사실적이 있는 자로 사회봉사센터 및 
대학(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 학생처장이 선발

1,000,000원

면학장학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 내 근로가 가능한 
자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이중수혜 가능

＊시간당 7,600원
＊학기당 최대 200시간 근무 가능

본교교직원자녀장학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면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대학원 동문과 경영

대학 학부모 및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재단법인 아경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경영대학뿐 

아니라 타 단과대학(공과대학, 법과대학)의 우수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은 매년 1인당 평균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주요 장학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제도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보훈장학

 •   보훈장학 A :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1.60이상인 자

 • 보훈장학 B : 보훈대상자(본인) (성적제한없음)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 보훈장학A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면제
(의학부 6년) (교비 50%, 국고보조 50%)

• 보훈장학B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면제
(의학부 6년) (교비 100%)

자기개발장학 학과별 자기개발계획, 교과 및 비교과활동 우수자 내용별 상이

새터민장학

•  새터민장학 A :   보호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점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중 70점 이상인 자

• 새터민장학 B :   보호대상자 본인
(성적 제한 없음)

• 새터민장학 A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의학부 6년) (교비 50%, 국고보조 
50%)

• 새터민장학 B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의학부 6년) (교비 100%)

학장추천장학 단과대학 자율운영

국가고시장학

• 국가고시장학 A :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국가고시장학 B :    국가고시 1차 합격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국가고시장학 A : 졸업까지 수업료의 100% 면제

• 국가고시장학 B :    해당학기 1회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면제

전문자격장학

경영학 관련 전문자격 시험 1차, 2차 합격자
(CPA, CFA, AICPA, 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노무사, FRM, SAP Certifi cate)
500,000원

글로벌장학
경영대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연수 및 행사 참여자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경비

※ 모든 장학은 장학수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학제도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학기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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