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na-Korea EMBA

C H I N A - K O R E A  E M B A



세계 최고 권위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중국을 움직이는 8,000여명의 동문 기업가들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aSSIST가 선택한 CKGSB

Jack Ma 장만기 

Ralf SPETH 김문수

FAN Min 최열

GUO Guangchang 문국현

FU Chengyu 민용재

CHEN Yidan 김선희

Tom HUNTER Alberto Mondi 

Gail HECK-
SWEENEY

이해영

알리바바그룹
(Alibaba Group) 
설립자 겸 회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인간개발연구원
설립자 겸 회장 
국내 최장수 조찬모임 
주최

재규어(Jaguar), 
랜드로버(Land Rover)
CEO
영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

㈜스마투스
설립자 겸 대표이사
비즈니스 외국어 온라인 
학습 대표 기업

씨트립(Ctrip)
공동 설립자 겸 대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재단법인 환경재단
대표
국내 최초 환경부문 
민간공익재단

포선그룹(Fosun Group)
회장
중국 최대 민간 대기업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이사
경영혁신 및 창조경영 
컨설팅 회사                     
前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시노펙(SINOPEC) 
회장 겸 대표
매출 기준 중국 내 1위 
세계 5위 기업

YJ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겸 대표이사
모바일 게임 투자, 
게임 개발 기업
국민게임 '포트리스' 총괄자 

텐센트(Tencent)
핵심 설립자
테크놀로지사 매출 기준 
중국 내 1위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유가공업 및  
종합식품 기업 

헌터재단
이사, 복지활동가 
투자가, 스코틀랜드 
최초 억만장자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방송인 
한국 및 이탈리아 회원사 
비즈니스 지원 사업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Agilent Technologies)
제너럴 매니저
세계 최고 계측장비전문업체

대림 B&Co
부회장
국내 욕실 1위 
브랜드 기업

마윈(Jack Ma, 알리바바그룹 설립자 겸 회장)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최신 동향을 공부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NAVER 대표이사 김상헌

"한국과 중국, 기업인과 전문가, 과거와 미래를 네트워킹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 조선일보 미래전략실장 강효상

"피상적으로만 알던 중국에 대해 현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의 수업이 더 기대된다"       
  - YJM Entertainment 대표 민용재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비즈니스 스쿨에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CKGSB는 홈런을 쳤다고 표현할 수 있다.

주요 동문 소개 주요 동문 소개 

추천의 글 추천의 글

CKGSB가 선택한 aSSIST

CKGSB 동문이 CEO로 있는 중국 기업들의 2011년 기준 매출 규모 :1조 달러 
(중국 GDP의 13.6%를 차지, 세계 16위의 경제 규모, 한국 연간 GDP 총액과 동일)  

2010년 중국 Executive MBA 분야 랭킹 1위 (출처 : 포브스 차이나)

중국 500대 기업 중 
20% 기업의 
창업자 및 CEO가 
CKGSB 동문 

조 달러1

1
미국 및 유럽 TOP 비즈니스 스쿨(Columbia, 
Stanford, UCLA, Wharton, Yale 등)에서 
종신 교수를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명
전임교수진이 지난 5년간 경영학 분야 
24개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1인당 논문 수 세계 6위

위6 92013년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가 25인에 
9명의 
CKGSB 동문 선정

5,400명이 넘는 EMBA 동문 중 
70% 이상이 기업의 CEO

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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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
aSSIST 교육철학 

eThics
sTorytelling
Teamwork

Technology

1995 국내 최초 MBA 과정 개설
 (핀란드 헬싱키경제대)

1998 CPM과정 개원
 (現 CPSM:구매공급전문가)

1999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MS-TM 과정 개설

2005 금융공학MBA
 (現 대체투자 MBA) 개설

2009 산업보안 MBA 개설
2012 영업혁신 MBA 개설
2014 빅데이터 MBA
 재무총괄 MBA 
 지식재산 MBA 개설

현업적용도

4,000+
졸업생 배출 150개

교육파견 기업 수

추천 의향

93%

(2015년 졸업생 조사)

※교과별 현업적용도 순위

1위 전략
2위 마케팅

3위 Business Project
(2015년 졸업생 조사)

1st

MOVER

89%

YES!

The First, the Biggest, the Best 

It's aSSIST



커리큘럼 - 한ㆍ중 최고의 교육을 하나로

Beijing 
北京(북경) 

Shenzhen 
深圳(심천)  

Shanghai
上海(상해)

Seoul

기관소개

●  리카싱(李嘉誠) 재단의 후원으로 2002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비영리 

사립 경영대학원

●  중국 500대 기업 중 100여개 기업의 창업자 및 CEO가 CKGSB 동문 출신

●   CKGSB 출신 동문이 운영하는 중국 기업의 총 매출액이 중국 전체 GDP

의 13.6%에 해당 (2011년 기준으로 한국 GDP총액과 같은 수준)

·입학 첫해 지도교수 및 논문주제 선정 후 지도교수와 일대일 학습

·글로벌 기업의 재직경력 및 해외 명문대학 학력을 지닌 
   정상급 엘리트만을 선발하여 교육

·글로벌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커리큘럼

·8,000여명의 전체 동문 중 70% 이상이 기업의 CEO

· 세계적 명문 경영대학원들과 제휴하여 제공되는 해외 학습 모듈을  
통해 글로벌 지식 습득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

·각국 고위층 정부관료 및 기업가 강연과 토론회를 제공하여 
   중국 경제 발전을 글로벌 관점에서 파악

· 이론과 실무, 협력 네트워킹 체제가 마련되어 중국 측 협력파트너를    
찾고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 진출을 지휘하는 글로벌기업 리더에게 
적합하게 구성

●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석ㆍ박사 중심의 경영전문대학원

●  국내 최초로 해외 복수학위 과정을 도입하고, 최대 규모로 운영

●    ‘윤리’를 비롯한 ‘4T’(eThics, sTorytelling, Teamwork, Technology) 철학을 

기반으로 이기적인(Self-serving) 경영자가 아닌 신뢰받는(Trustworthy) 

경영자 양성

· 세계 유일의 ‘복수 지도교수(학내 연구방법론 지도교수, 학내외 논문 지도교수)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고 전문가에게 사사

·학진 등재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위 취득

· 20년간 세계 유수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1995년 부터 핀란드 알토대(前 헬싱키경제대) 경영학 석사과정
     (경영대학 세계 3대 인증을 모두 취득한 국내 유일의 MBA 과정임) 

       - 1999년 부터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테크노 경영학 석사과정 

·국내 최대 규모(3,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LG전자 375명, 한국전력공사 514명, 국민은행 302명 등을 포함하여 
   200여개 기업이 핵심인재 파견)

· 경영의 최신 트렌드를 선구적으로 학습하는 4T-CEO과정, 기후변화과정, 
녹색성장과정, K-Way 한국형 경영과정 등

·매달 ‘aSSIST FORUM’을 통해 기업 경영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평생 학습의 장을 구축

장강경영대학원(CKGSB)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70 170+ +박사 과정

8,000 3,800+ +EMBA 과정

10,000 1,500+ +Executive Education

한국 최초의 경영전문대학원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과 중국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경영대학원인 장강경영대학원(CKGSB)이 

한국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China-Korea EMBA과정을 개설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설된 China-Korea EMBA과정은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CEO나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가에게 China-Korea EMBA과정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CHINA

● 중국 금융시장

● 중국 내 인터넷붐 활용

● 중국 내 공급망 관리

KO REA

● 중국 비즈니스 컨설팅

● 중국 소비자 심리와 행동

● 중국식 다문화경영과 

비즈니스 신조류

중국 안으로 
들어간다

  CHINA

● 중국의 거시경제와  
   전체적 조망

● 중국 내 전략적 마케팅

● 중국 내 성공적 제휴 전략

KO REA

● 중국경영철학

● 한중관계

● 중국기업과의 협상

중국을 
바라본다

  CHINA

● 중국 기업의 혁신

● 중국 기업가의 전략적  
   리더십과 비즈니스협상

● 중국의 새로운 
   기준  - 전망

KOREA

● 중국식 기업가 정신

● 중국 경영에 내재한 
인문과 문화

●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지속경영

중국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

※ 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실 경우, aSSIST 총장 명의의 EMBA와 CKGSB 총장 명의의 EMBA를 각각 취득하게 됩니다. (한ㆍ중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석사학위는 아님)

    CKGSB의 EMBA는 스위스 명문 IMD와 CKGSB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복수학위 EMBA 학위증과 동일합니다.

 



Beijing 
北京(북경) 

Shenzhen 
深圳(심천)  

Shanghai
上海(상해)

커리큘럼 (in CHINA) 커리큘럼 (in KOREA)

Seoul

CHINA KOREA China-Korea  사업계획발표KOREA
각 모듈별 지도교수 책임 하에 
Preview & Recapitulation 시스템으로 운영 ● 매주 목요일 저녁 수업 진행 

● 각 과목에 대한 국내외 최고 석학의 
   3주 동안의 경영이론 학습

● 각 모듈 당 과제 및 출석으로 학점 부여, 
   철저한 학사관리 진행   

3회에 걸쳐 2달에 1번씩 중국 방문 
목/금/토/일 전일 수업 4단계의 사업발표 준비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검토 후, 중국 현지 사업 발표 진행

모듈 지도교수가 
중국 현지 수업 

직접 참관

중국모듈 직전 클래스
예습 (Preview)

중국모듈 직후 클래스 
복습 (Recapitulation)

중국사업계획 발표세미나에서 8,000명의 
CKGSB 동문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일차 2일차

강의

기업 방문

강의

강의

3일차

강의

사업계획 발표

4일차

강의

중국경영자 특강 

오전

오후

중국 금융시장

중국 내 인터넷 붐 활용

중국 내 공급망 관리

CHINA

● 중국 금융시장 개혁과 함축적 의미  
● 글로벌 자본시장과 중국에서의 기회
● 인터넷 금융 - 중국 대 미국  
● 중국 내 대안투자

●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모듈 혁신  
● 전자상거래 발전과 신창타이  
● 새로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 중국의 전자금융과 모바일 결제 
● 인터넷 기업의 가치분석과 투자결정방법

중국의 새로운 기준과 전망

중국 기업의 혁신

중국 기업가의 
전략적 리더십과 비즈니스협상

●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의 새로운 기준과 미래 전망

● 중국 기업의 혁신
●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기술혁신과 제조업 중심 국가의 미래
● 중국의 새로운 기준과 미래전망

● 동양 대 서양 리더십
● 조직 내 효율적인 리더십 연구   
● 효과적인 비즈니스 협상 이론 학습 및 실습 
● 효율과 혁신을 위한 조직 설계

● 중국 내 공급망 관리  
● 제조업 국가의 미래  
● 메이드 인 차이나의 미래   
● 중국의 산업경제, 중국 내 운영관리

중국의 거시경제와 전체적 조망

중국 내 전략적 마케팅

중국 내 성공적 제휴 전략

● 중국의 재부상 
● 중국의 거시경제
● 중국의 성장 경로 - 서양과의 비교 및 대조 
● 중국의 변화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내 전략적 마케팅
●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
● 중국 T2/T3시장 진출
● 주링허우(九零後, 90년대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

● 중국시장 진출전략
●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
● 중국 기업들의 세계화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한-중 FTA 이후의 변화

KOREA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지속경영

중국식 기업가 정신

중국 경영에 내재한 인문과 문화

● 존경과 사랑을 위한 지속가능 중국경영
●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 중국인 CEO의 방한 특강

● 한국과 중국의 경영 스타일 비교
● 아시아 철학에 기반한 중국식 경영

● 중국 경영을 위한 매커니즘 기반 경영
● 디자인 차이나
● 지적재산권 이슈 및 창조성

중국 비즈니스 컨설팅

중국 소비자 심리와 행동

중국식 다문화 경영과 비즈니스 신조류

● 중국의 기업법, 중국 정부와 업무 진행 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중국 내 지적재산권 확보 및 대응 
● 중국 내 규제기관 및 중국 인증

● 중국 소비자 특성과 경향 
● 왕홍, 쯔메이티 등, 중국 내 소비자를 
  이끄는 마케팅 리더십 
● 중국 내 모바일 환경에 따른 다각적인 마케팅 및 유통 

● 중국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중국기업에서의 혁신과 창조성
● 중국 주요 기업 사례 연구

중국경영철학

한중관계

중국기업과의 협상

● 중국경영을 위한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 공자(孔子)와 노자(老子)의 대화를 
  통한 중국경영철학
● 표의문자인 한자를 통한 중국인의 
  사고방식 이해

●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 중국의 국가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 한중 FTA의 영향

● 중국에서의 시와 인맥의 중요성
● 중국식 협상 스타일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제휴
● 중국진출기업 케이스 연구

사전 PT 자료 
및 홍보물 
작성-제출

(한국어, 중국어 버전)

중국 내 
동문 홍보

한국 
동문 대상 
사전 발표

중국 현지 
동문 대상 
사업 발표
및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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