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R의 최신 경영지식과 핵심 역량 강화 교육, 품격 있는 네트워킹을 
모두 제공하는 프리미엄 경영지식·교육 멤버십

경영교육 멤버십

www.dbredu.com

Innovate Your Biz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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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최신 경영 지식을 쉽고 빠르게 습득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교육과 글로벌 포럼, 온라인 콘텐츠까지 
모두 제공하는 멤버십 없을까?

DBR 경영교육 멤버십
최신 경영 콘텐츠와 핵심 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포럼과 품격 있는  

네트워킹을 모두 제공하는 프리미엄 경영지식·교육 멤버십

가입자 뿐만 아니라 부서원들도 교육에 참여 가능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구성 및 가치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

-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각 분야 경영 이론 
부터 현업 사례, 실행 방법을 전달

-  워크숍, 솔루션, 케이스, 세미나 형식으로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

글로벌 포럼,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동아비즈니스포럼, 동아국제금융포럼 등 세계적 경영, 경제 
구루의 깊이 있는 지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명사의 강의와 경영 리더와의 교류를 통한 경영의 혜안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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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영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

-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  
DBR (동아비즈니스리뷰)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구성

-  세계 최고 저널 HBR (하버드비즈니스리뷰) 
한국판 및 동영상 제공 

구분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가치 일정

프리미엄
경영 콘텐츠

DBR, HBR Korea 구독 DBR 연간 24호, HBR Korea 연간 10호 제공 39만원 매월 제공

HBR Premium 동영상 HBR 콘텐츠를 요약, 동영상으로 제공 (약 120개) 50만원 연중 시청

DBR 
pMBA

Workshop
(2일, 10:00~18:00, 중식 제공)

경영과 실무에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2일 동안 
심도 있게 이론과 실무, 적용 방법론까지 교육

200만원
연간 6회
(3회 참여)

Practical Solution
(1일 5시간, 13:00~18:00)

최신 경영 이슈를 심도 있게 학습, 
바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75만원
연간 6회
(3회 참여)

Case Study
(1일 5시간, 13:00~18:00) 

DBR 케이스 스터디에 실린 실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경영 주제를 학습

75만원
연간 6회
(3회 참여)

Seminar
(1일 2시간, 19:00~21:00)

DBR 스페셜 리포트, HBR SPOTLIGHT를 주제로  
월 1회 특별 세미나 진행

20만원
연간 10회 
(동반 1인)

글로벌
포럼 & 

네트워킹

Global Forum

동아비즈니스포럼 (12월)

150만원 각 1회동아국제금융포럼 (5월)

한-중 CEO 포럼

Leader`s Insight Night 리더들의 네트워킹의 장 (5, 12월) 20만원 2회 

총   계 629만원

멤버십 가격 (총 가치 52% 할인, 혜택 329만원) 300만원

동아일보와 DBR(동아비즈니스리뷰)가 리더의 통찰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최신 경영 콘텐츠(DBR, HBR Korea, 동영상), 

pMBA 교육(솔루션, 케이스, 워크숍), 글로벌 포럼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교육 멤버십

DBR 경영교육 멤버십



프리미엄 경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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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영지식의 보고(寶庫)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 
정기구독

동영상으로 만나는 
경영 콘텐츠

HBR Premium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콘텐츠를 HBR Korea 제작진이 직접 설명하는 5분 안팎의 
짧고 명쾌한 동영상 강의

http://premium.hbrkorea.com

미리보기

아티클,
스크립트

온라인
영상 콘텐츠

모바일 영상 콘텐츠



DBR p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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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pMBA란?  
프리미엄 경영저널 DBR(동아비즈니스리뷰)의 최신 경영 지식과  

실전 경영 솔루션을 기업 경영자와 전문가, 핵심 인재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Post, Professional, Premium MBA 교육 과정입니다.

매 교육 주제 별로 다른 참가자의 참석 가능
DBR pMBA 구성

Workshop
 연간 6회, 2일, 10:00-18:00, 중식 제공 

경영과 실무에 꼭 필요한 주제를 2일 동안 심도 있게  
이론과 실무, 적용 방법론까지 교육

Case Study
 연간 6회, 1일 5시간, 13:00-18:00 

DBR 케이스 스터디에 실린 실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주제를 학습

Practical Solution
 연간 6회, 1일 5시간, 13:00-18:00 

최신 경영 이슈를 심도 있게 학습, 바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Seminar
 연간 10회, 1일 2시간, 19:00-21:00 

DBR 스페셜리포트, HBR SPOTLIGHT를 주제로 월 1회  
특별 세미나 진행

2월,  9월 : 세일즈 리더 교육

4월, 10월 :  비즈니스 핵심 스킬 P.W.S 
(Presentation, Writing, Speech)

5월, 11월 : 협업 관리자 과정

1월 : 올해의 비즈니스 케이스 성공 전략

3월 : 브랜드·마케팅

4월 : 경영전략·신사업 개발

9월 : 레드오션 성공 전략

10월 : 해외 진출 성공 전략   11월 : 브랜드, 제품 혁신 전략

2월 : 최신 경영 환경 변화와 트렌드

3월 : 뇌과학, 인공지능과 경영 솔루션

6월 : 불확실성 하에서의 성장전략 개발

9월 : 디지털·뉴미디어 마케팅 솔루션

11월 : HR 전략   12월 : 위대한 철학에서 배우는 리더십

< 최근 주제 >
•Rethinking Luxury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Lean Startup in Practice
•저성장 시대 : 확실한 컨셉과 혁신으로 돌파하라!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원칙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미래
•무너지기 전에 폭파시켜라 ‘HR’ 등



글로벌 포럼 & 네트워킹

참가 기업

해외 유명 석학의 혜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동아비즈니스포럼(12월)   /   동아국제금융포럼(5월)   /   한-중 CEO 포럼(12월)

※ 주요 연사:  마이클 포터, 필립 코틀러, 개리 하멜, 밴버냉키, 마이클 샌델, 르네 마보안, 크리스 앤더슨, 세스 고딘, 신시아 몽고메리, 로버트 실러 등 

멤버십 가입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 Leader’s Insight Night

명사의 강의와 멤버십 가입자 및 주요 경영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영의 혜안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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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1   기  간 ㅣ 가입한 날로부터 1년

2   교육비 ㅣ 300만원(VAT 별도, DBR·HBR Korea 정기구독자 10% 할인)

3   등  록 ㅣ 지원서 작성 후 팩스 02-2020-1799 또는 이메일 dbredu@donga.com 송부

4   문  의 ㅣ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Tel. 02-2020-0435    Email. dbredu@donga.com 

www.dbredu.com

멤버십 프로그램 진행 일정

구분 과정명 일정 및 주제

프리미엄
경영 콘텐츠

DBR (동아비즈니스리뷰) 매월 2회 제공

HBR Korea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코리아) 연간 10회 제공

HBR Premium 동영상 연중 시청

DBR 
pMBA

Workshop
2월, 9월 : 세일즈 리더 교육
4월, 10월 : 비즈니스 핵심 스킬 P.W.S(Presentation, Writing, Speech)
5월, 11월 : 협업 관리자 과정

Practical Solution

2월 : 경영 환경 변화와 트렌드
3월 : 뇌과학, 인공지능과 경영 솔루션
6월 : 불확실성 하에서의 성장전략 개발
9월 : 디지털·뉴미디어 마케팅 솔루션
11월 : HR 전략 
12월 : 위대한 철학에서 배우는 리더십

Case Study

1월 : 올해의 비즈니스 케이스 
3월 : 브랜드·마케팅
4월 : 경영전략·신사업 개발
9월 : 레드오션 성공 전략
10월 : 해외 진출 성공 전략
11월 : 브랜드, 제품 혁신 전략

Seminar 매월 말, DBR·HBR 핵심 주제로 진행 

글로벌 
포럼&네트워킹

동아비즈니스포럼 12월

동아국제금융포럼 5월

한-중 CEO 포럼 12월

Leader’s Insight Night 5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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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20-0435
E-mail. dbredu@donga.com
www.dbredu.com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경영교육 멤버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