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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인류의 희망입니다

불교지도자로 세상의 빛                                                         이 되십시오!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은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고

참다운 리더십을 정립하게 하는 불교대학원 특별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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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특별과정인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신설 

2009. 9.

명상심리상담학과 개설

2011. 11. 1.

불교대학원 개원 

20주년 행사 개최

2013.11. 26.

불교대학·불교대학원 

비전선포식 개최

2014. 3. 1.

융합요가학과 신설

2016. 3.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으로 

명칭 변경

2017. 1. 10.

제14대 원장에 철학박사 

신성현 교수 취임

1990. 11. 8.

교육부로부터 불교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고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학과 개설

1991. 1. 26.

3개학과 10개 전공을 개설하고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의 제1기생 모집

1999. 11.

장례문화학과 신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연혁

2010년대199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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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모신 불상 앞에서 늘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들며 

중요한 사업결정을 평정심으로 처리했다.

이병철 / 삼성그룹 창업자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아인슈타인 / 물리학자

미래의 인류구제 종교는 동양의 불교이며, 

불교의 업사상과 윤회만이 구제의 핵이다.

토인비 / 사학자

젊은 시절 명상 수행을 해왔다. 

이렇듯 애플의 무한 혁신의 비밀은 ‘불교’에 있었다.

스티브 잡스 / 애플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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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신성현 합장

세계적 기업 애플은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선불교(禪佛敎)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직관과 통찰의 불교 사상이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과 삶의 경영 

불교의 가르침에서 만나십시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6

특징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의 특징

원우회

신행모임

산행

골프

관계

불교기본교리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예술

불교와 경영

이론

서울 중심 남산 자락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도심 속에서 체험하는 
사찰의 향기 

(정각원, 대각전)

환경

명상

템플스테이

해외성지순례

사경

108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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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간

수업환경

 로터스홀(Lotus Hall)

•본관 건물 4층

•최고위 과정 메인 강의실

•CEO 동문 기부금으로 조성

 정각원(正覺院)

•도시에서의 신행생활이 가능한 생활법당

•경희궁의 숭정전이었던 전각

•국내 유일의 칠조흑룡(七爪黑龍) 조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0호

 대각전(大覺殿)

•현대적 건물과 전통 수행공간의 융합

•예술극장, 선센터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

•1998 올해의 디자인상 실내건축부분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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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단계 제목 내용

1주

신행과 

교리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주
불자의 멋, 불교의 맛 사찰 기본 예법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예불문

3주 깨달음의 레시피 기본교리 : 사성제, 팔정도 ...

4주
사찰 속 숨겨진 이야기 불교 예술 : 불상, 전각

천년의 미소 성보의 이해

5주

경전과 

사상

템플스테이

6주
불교경전의 이해 경전 개론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 초기경전 : 법구경

7주 중생 속의 부처님 경전 : 유마경, 승만경

8주 명사특강

9주

생활 속 

수행

글자로 새기는 원력과 신심 사경

10주 국내성지순례

11주
불교와 심리학의 조우 현대명상

마음 길 걷기 위빠사나

12주 화두, 그 궁극의 물음 간화선

13주 상생, 더불어 사는 삶 불교와 사회

14주 부처님의 리더십 불교와 경영

15주 고승초청 특별법회

16주 수료식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좌소개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 프로그램
(상반기  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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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단계 제목 내용

1주

신행과 

교리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주
불자의 멋, 불교의 맛 사찰 기본 예법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반야심경

3주 깨달음의 레시피 기본교리 : 연기, 육바라밀 ...

4주
눈으로 보는 부처님 세계 불교 예술 : 불화

천년의 지혜 성보의 이해

5주

경전과 

사상

템플스테이

6주
불교경전의 이해 경전 개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초기경전 : 숫타니파타

7주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경전 : 금강경

8주 명사특강

9주

생활 속 

수행

해외성지순례

10주
책상앞이 즐거운 오피스 요가 요가

명상으로 스트레스 다스리기 현대명상

11주 마음관찰과 관조 위빠사나

12주 부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하다 간화선

13주 붓다 브레인 불교와 과학

14주
싯다르타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불교와 경영

불교, 잠든 세상을 깨우다 불교와 사회

15주 고승초청 특별법회

16주 수료식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좌소개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 프로그램
(하반기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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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인문 및 경영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와 전문가를 모십니다.

※ 강사진은 매 기수마다 새롭게 편성합니다.  ( 가나다순 )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김규칠

前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조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병조

방송인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박인용

前 국민안전처 장관

박범훈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보광스님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수불스님

안국선원장

월호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행불선원 선원장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정병조

前 금강대학교 총장

혜민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이시형

세로토닌 문화 원장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

신경림

시인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한완상

前 부총리

조용헌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강사진

조준희

前 YTN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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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설 이후, 980여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 동일 기수 내 가나다순

동문 주요 수료 명단

1기 

자광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이사

윤청하     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악     (주)남양사 대표이사

2기

김동건     법무법인 천우 고문변호사

명호근     (주)해주 회장

송도근     경상남도 사천시 시장

3기

고대길     세무법인 대교 세무사

전인구     국군예비역불자회 육군부회장

4기

김진관     前소주통상(주) 대표이사

안원모     법무법인 한덕 대표

황선우     (주)한국콘티넨탈상사 대표이사

5기

권상훈     한국가업승계컨설팅센터 센터장

권혁팔     (주)한컨설팅그룹 부사장

이희봉     히말라야갤러리 대표

6기

선재스님  한식진흥원 이사장

김순경     (주)새한 텅스텐 회장

임수현     샤프전자타운(주) 대표이사

7기

윤제철     (주)영원무역 사외이사

이상준     호텔프리마(주) 대표이사

이종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남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허수창     오원물산(주) 회장

8기

박용수     세명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염동삼     (주)주영금속 회장

이한용     풍국주정공업(주) 대표이사

조용국     (주)삼호글라스 회장

허경수     코스모(주) 회장

9기 

자승스님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이경환     (주)세종SC 대표이사

정부자     한국소비자파워센타 총재

10기

강봉구     한국석유공업(주) 회장

김상교     前S-Oil CFO

방갑진     前(주)지엠월드건설 대표이사

11기

박홍우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성윤갑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회장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

12기

고영일     KEB하나은행 사외이사

정몽훈     성우전자 회장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복동     前감사원 감사위원

13기 

김현도     삼성전자 전무

윤환식     (주)태명종합식품 대표이사

정은선     세무법인 천일 대표이사

14기

김기준     동양직물 대표이사

나경준     前현대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이광홍     관촌실업(주) 대표이사

15기

윤석봉     (주)일광메탈포밍 대표이사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이병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석군     (주)올레그룹 회장

16기

계홍귀     前스타벅스코리아 상무이사

이희구     (주)지오영 회장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17기

강영식     남북전기(주) 회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윤식     (주)신동에너콤 대표이사

18기

김순종     前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오영철     (주)일미농수산 대표이사

정부석     (주)이와이엘 대표

19기 

동봉자     천섬 인터내셔널 대표

천정권     (주)로드프렌 이사

20기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대표변호사

남승현     (주)에프엔에스 대표이사

최병일     (주)지코 회장

21기

여호철     SK텔레콤 윤리경영실장

이오규     前두산인프라코어(주) 사장

이철우     LS오토모티브 대표이사

22기

김성옥     (주)용담화원 대표

이상욱     (주)비앤비패션 대표이사

23기

전홍은     동우산업(주) 대표이사

지승동     (주)대명종합건설 회장

최정수     신우메탈코리아(주) 대표이사

24기

김동철     (주)동운아나텍 대표이사

류황범     일진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민배홍     (주)선진운수 대표이사

25기

김지안     前천호식품 대표이사

김형진     세종텔레콤(주) 회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이춘복     (주)코주부 비앤에프 대표이사

26기

문두현     문앤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윤석칠     거목정보산업(주) 대표이사

홍창석     

27기

이달용     삼원교통(주) 대표이사

이해경     (주)다산컨설턴트 회장

최기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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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 9기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는 112년 역사의 조계종 종립 명문

사학입니다.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은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리더들이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이 되고, 그 가르침을 이웃에게 회향하는 지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오규 (前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 21기

수많은 경영현안에 대해 고독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영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리더십 최고위

과정과 인연이 되어 자아성찰을 통한 참다운 리더십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밖 불교가 아니라 삶속에 체화되는 깨달음을 얻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경연 (홍익대학교 교수 /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 8기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평등의 사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이고 

교단과 사회에서 여성 불자의 원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러한 원력을 발심하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었

습니다.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구현해가시기 

바랍니다. 

추천의 글

불교리더십, 세계를 깨우다

정부석(이와이엘 대표 / 18기)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로서 새로운 가치 창조와 혁신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의 명상 체험과

108배 수행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 필수적 정보)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인) 

▶ 뒷면의 자기소개서를 작성바랍니다.

사 진

(3cm ×4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교육비정산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기재

  (                  -                  )(영문)

(법명) *성별 남(     )  /  여(     )

*자택주소 □□□□□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현

직

직장명

(사찰명)
부서

소속 종단
(스님만 기재)

직위 규모 자본금 :              종업원 수 :        

소재지 □□□□□

전화번호 Fax

추
천
인

성명

기관명 직위

기
타

□신문광고  □홈페이지  □인터넷  □지인추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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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입학전형자료 5년

선택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추천인 정보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원이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주민등록번호 사용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인

적

사

항

년       월 고등학교 졸업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년       월

년       월

경

력

기간 직장명 소속 및 지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취미 골프(핸디)

수행 및 
사회 활동 

사항

지원동기

개인정보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교육비 소득공제처리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 208조의 3

���du�te� S������ ��� �udd�ist� Studies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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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입학전형자료 5년

선택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추천인 정보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원이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주민등록번호 사용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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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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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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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및 
사회 활동 

사항

지원동기

개인정보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교육비 소득공제처리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 208조의 3

���du�te� S������ ��� �udd�ist� Studies

동국대학교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요강

구분 내용

모집인원 ㆍ30명 내외

대상

ㆍ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ㆍ사회각계 지도자급 인사

ㆍ불교종단의 지도자급 스님 등

원서접수 ㆍ수시 접수, 정원 충원시 조기 마감

전형방법 ㆍ서류 심사

교육과정

ㆍ개강일 : 매년 3월(9월) 첫째주 

ㆍ정규강의 : 15주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00분 (석식 제공)  

ㆍ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불교적인 경영마인드 함양

ㆍ명상수행, 템플스테이, 국내외 성지순례 등 병행

접수방법

ㆍ방문/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팀

ㆍ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http://gsbs.dongguk.edu)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sksdory@dongguk.edu)로 제출

특전 ㆍ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문의 및 안내

ㆍ전화 : 02-2260-3096, 3098

ㆍ이메일 : sksdory@dongguk.edu

ㆍ팩스 : 02-2260-8627

ㆍ홈페이지 : http://gsb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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