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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가 

선택한 
CKGSB

세계 최고 권위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중국을 움직이는 8,000여명의 동문 기업가들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 리커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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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의 13.6%에 해당 

  (2011년 기준으로 한국 GDP총액과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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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KGSB, 장강경영대학원)  



FAN Min

씨트립 (Ctrip)
공동 설립자 겸 대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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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러

Jac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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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O Guangchang

포선그룹 (Fosun Group)
회장
중국 최대 민간 대기업

FU Chen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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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동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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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ACTS & FIGURES

20%

50%6위

70+

중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 CEO 중 5분의 1
중국 500대 기업 중 

20% 기업의 창업자 및 CEO가 

CKGSB 동문 

미국 및 유럽 TOP 비즈니스 스쿨

(Columbia, Stanford, UCLA, 
Wharton, Yale 등)에서 

종신 교수를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 중 

Chairman 또는 CEO 레벨

전임교수진이 지난 5년간 경영학 

분야 24개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1인당 논문 수 세계 6위

2013년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가 25인에 9명의 

CKGSB 동문 선정

CHEN Y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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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aSSIST

The First,  the Biggest, the Best 
It's aSSIST!

●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석·박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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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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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ACTS & FIGURES

문 국 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한솔섬유
대표이사
경영혁신 및 창조경영 
컨설팅 회사                     
前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Alberto Mondi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방송인 
한국 및 이탈리아 회원사 
비즈니스 지원 사업 

최 열

재단법인 환경재단
이사장
국내 최초 환경부문 
민간공익재단

이 해 영

대림 B&Co
부회장
국내 욕실 1위 
브랜드 기업

민 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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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동문 소개 

89% 1st

5000+93%

4T

200개

국내 최초 해외대학 MBA 개설

1995 핀란드 Aalto University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Executive MBA

1999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Master of Science

2015 중국 CKGSB China-Korea Executive MBA

2017 스위스 Business School Lausanne  
 Big Data MBA, Ph.D.
 중국 공상관리 MBA

졸업생 배출 교육파견 기업 수추천 의향

(2015년 졸업생 조사)

aSSIST 교육철학 

eThics
sTorytelling
Teamwork
Technology

현업적용도

※교과별 현업적용도 순위

1위 전략

2위 마케팅

3위 Business Project
(2015년 졸업생 조사)



Beijing 
北京(북경) 

Shenzhen 
深圳(심천)  

Shanghai
上海(상해)

한·중 최고의 교육을 하나로

※ 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실 경우, aSSIST 경영전문석사 학위 및 
     CKGSB 총장 명의의 CKGSB EMBA Certificate을 취득하게 됩니다. 

China Korea EMBA
CKGSB EMBA는 중국 뿐 아니라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적 기업가 배출을 목표로 하는 

CKGSB의 EMBA 프로그램으로 CKGSB가 가장 자랑하는 비즈니스 교육과정입니다. 

과정 동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주요 대기업 경영진 또는 창업자를 지내고 있으며 

70% 이상의 학생이 부사장급 이상이며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 민영기업의 임원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CKGSB EMBA 동문들은 중국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hina-Korea EMBA 과정은 한국 최초의 경영전문대학원인 aSSIST와 CKGSB가 함께 

공동 기획, 진행하는 한국 비즈니스 기업가를 위한 EMBA 과정입니다. 

China-Korea EMBA 과정은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최고의 지식과 최상의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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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Features



Seoul

China Korea EMBA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CKGSB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훌륭한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전임교수진은 예일대, 스탠퍼드, 와튼스쿨 등 세계 유수대학의 종신교수를 역

임하였으며, 최상의 세계적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또한 aSSIST의 수업은 오픈 플

랫폼 시스템(Open Platform System)으로 국내외 소속대학이나 소속기관에 관

계없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초빙해 이뤄집니다.

가장 최신의 중국 경영 학습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 본 중국이 아닌, 중국인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의 경영 이슈나 기업 사례 강의 등을 통하여 가장 

최신의 중국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영자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
6,000여명에 달하는 CKGSB 중국 동문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진행되는 각종 Activity 및 동문회 행사에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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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오전 강의 강의 강의 강의

오후 강의 기업방문 기업 IR 중국 경영자 특강

2달에 1번씩 중국 수업, 총 9회 

목/금/토/일 전일 수업  

중국수업 진행 시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중국 금융시장

중국 내 인터넷 붐 활용

중국 내 공급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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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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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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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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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iculu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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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은 북경, 상해, 심천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 본 커리큘럼 구성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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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in Korea

China-Korea  사 업 계 획 발 표

4단계의 사업발표 준비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검토 후, 중국 현지 사업 발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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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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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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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 둘째 주, 넷째 주 금토 수업 진행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중국 경영학 수업 진행

각 모듈 당 출석 및 시험을 통한 학점 부여, 철저한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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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hina-Korea EMBA 수업에서는 중국인 교수님들이 전하시는 인사이트를 들으며 중국인
의 관점에서 여러 사안을 견지해볼 수 있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해서
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에 관해 피상적이지 않은 심도있는 지식을 
얻고, 중국 경제의 생생한 현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O2O 전자상거래 그룹인 
팡둬둬와 중국 유수의 뉴미디어 플랫폼 Toutiao를 방문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
에 알려지기도 훨씬 전에 이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CKGSB의 독보적인 네트워크
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상 헌   네이버 경영고문 (前 대표이사) 

저는 CEO로서 중국에 관한 지식을 쌓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China-Korea EMBA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스스로 중
국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장 무엇을 얻어내겠다

는 마음보다는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온 나라이고, 이는 향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국경을 넘어 회사

에 영향을 미칠 한중 국제경영환경에 관해 배워야 한다는 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에 관해 지식을 쌓아 다가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China-Korea EMBA 과정은 중국 
사회와 경제 양 쪽에 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과정으로 중국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영자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김 문 수   비네이티브/비크립토 대표이사

기업가로서 꿈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한국의 기업가는 이제는 충분히 중국을 알아야 합니

다. 중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광활한, 필수적인 활동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중국을 잘 알고 어떻게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과 이해, 현실적인 동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모델로 산업화를 추

진했으나 미국의 표준만으로서는 중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적 표준 

위에 중국의 방식으로 중국몽을 실천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부상하는 

중국의 기업가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석사과정이 China- Korea EMBA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업가로서 사업과 중국에 대한 공부, 사업에 필수적인 관계 구축, 그리고 석사과정

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 최상의 EMBA 과정입니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하는 사업가에
게 이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글로텍(주) 사장   최 수

14



✽ 본 추천의 글은 CKGSB 공식 한국 블로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http://www.ckgsb.kr

CKGSB를 선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 학사 전공이 중국어였고, 석사
과정 지도 교수님도 동아시아를 전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관련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China-Korea EMBA의 경우 CKGSB가 중국

의 경영대학원이지만 한국의 aSSIST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제게 잘 맞는 프로그램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아 

유럽 내에서도 인정받는 학교를 다니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CKGSB의 경우, 유럽에
서도 인지도가 높은 명문대학원입니다. 

알베르토 몬디   방송인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할 때 '관시' 등 여러가지 외부적 요인을 사업관계 구축 실패 요

소로 꼽는데, 이러한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

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나 아이템들만을 제공할 경우, 수

많은 경쟁자들이 사업의 핵심을 쉽게 파악해 곧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

들은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강합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품화가 가능한 새로운 아

이템을 늘 공급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한국의 파트너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입니

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현직 의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상하고, 

CKGSB 중국 현지 수업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CEO 동기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
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제게는 의료 사업 로드맵을 그리는데 큰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김 철 준   대전 웰니스병원 병원장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막 진입하기 시작한 사업가분들께 본 과정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또 B2C 기업 관계자라면 CKGSB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에 더 큰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B2B 기업은 클라이언트가 한정적인 편인데 반

해, B2C 기업들의 경우 CKGSB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도 China-Korea EMBA 한국인 동문들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중국 모듈 진행 시 4박 5일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에 도움
이 되는 대화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회사 대 회사 혹은 회사 내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학생 대 

학생으로서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며 비즈니스에 관한 다양한 팁을 서로에게서 얻어갈 수 있다

는 것도 China-Korea EMBA 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김 준 홍  

CKGSB는 저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중국인들과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연, 지

연, 혈연 등 '관시'가 매우 중요한데 CKGSB의 동문이 되니 학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꼭 장강
경영대학원의 동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중국인들 사이에서 장

강경영대학원은 아시아 최대 부호인 리카싱 재단이 설립했다는 점,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 회

장같은 유명한 동문들을 배출해냈다는 점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때문에 제가 장강경영대학원의 

코스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중국인들은 제가 중국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줍니다. 

코스토리 대표이사   김 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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