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백전백승

知彼知己百戰百勝

중국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시장이 크다고 누구나 중국에 뛰어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중국 비즈니스도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아는 만큼 성공합니다 세
. 분화한 만큼 전문가가 됩니다 .
중국경영 MBA,백전백승 비즈니스의 강력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

중국비즈니스,
경희MBA에서
답을찾다

| 전형일정 |
구 분

입학원서접수

입학원서(출력본) 및
추가서류제출

일 정

[2018년후기모집]
2018.04.16(월)~
05.17(목)

비 고
• 인터넷접수만 시행
(http://apply.uway.com/)
•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전형료 납부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 접수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
• 등기발송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처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오비스홀 410호)

* 세부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오비스홀 410호)

C

T. 02.961.9470
E. chinamba@khu.ac.kr
china.khu.ac.kr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경영 MBA
China MBA

http://china.khu.ac.kr/
chinamba@khu.ac.kr

21세기 세계 경제의 화두는 단연
'중국 경제의 부각'입니다.
새 시대가 성공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 합니다. 기회가 많으면
위험도 따르는 법입니다.
든든한 파트너를 선택하십시오.
본 과정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정감적이고 신뢰적인
' 시망 형성의 특별한 노하우'로
귀하에게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지도를 펼쳐드립니다
- 주임교수 강재식 –

China MBA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경희 MBA
장점은 무엇인가요?

1
2
3
4

중국경영 MBA를
소개합니다

국내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중국에서 성공비즈니스를
꿈 꾼다면 추천합니다! "

모든 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철저하게 현장•실무 위주로 구성

| 교수진 |

China MBA는 진정 중국通을 꿈꾸는 이들이 경희에서 하나의

미래형 Engaged Learning

강재식 Beijing University 중국협상전략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의 가장 탁월한 점

중국경영MBA는 대 중국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형

국내 최초 MBA과정 개설
중국경영MBA, 문화예술경영MBA, 의료경영MBA 등 대한민국 최초의
MBA 프로그램 개발. 시대와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경영전문가 양성

미래의 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서로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 Engaged Learning으로 변화, 각 전공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수업 진행

창업, 취업, 경력관리 강화

성과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국내 최고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다양한 지식과 실용적인 정보를 습
득하고, 필요한 세부관련 분야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

김두현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중국거시경제론
김영인 Kyung Hee University 중국시장 및 마케팅론

들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철 Renmin University of China 중국기업분쟁과 법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중국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커리큘럼

전병서 Fudan University 중국증권시장분석

MBA과정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창업 지원, 취업 및 이직 지원, 차별화된

조일현 Beijing University 중국정치구조와 행정시스템

| 로드맵 |

1966년 경영대학원 설립이래 약 1만5천여 명의 동문이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신입생

국내외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우정 교류

1~2기

국내 최초
MBA과정 개설

으로 중국 학우들과의 발표수업과 각종 토론회, 국제적인 활동
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의 교류는 국내에서 체득하기 어려운

1만 5천 동문 네트워크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즐겁고 활기찬
활동들이 가득합니다

은 탄탄한 교수진,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한국인 및 중국인 학생

안유화 Korea University 증국금융정책과 투지환경

경력관리 지원 등 서포트 제공

5

중국경영 MBA,
선배에게 직접듣다

창업, 취업,
경력관리 강화
미래형
Engaged
Learning

1만 5천
동문 네트워크

3~4기

졸업 후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교육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

중국관련 사업체의 현지법인장 /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국내은행 및 증권사
중견간부를 준비하는 자 / 중국관련 기업 창업 및 CEO가 되고자 하는 자

는 물론,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각
기 다양한 국내외 활동이 활발한 선배님, 교수

전공기초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경영통계학, 연구조사방법론, 회계학연구 중 택3

전공선택

중국거시경제론, 중국금융론, 중국시장마케팅론, 중국협상전략론,
중국프로젝트 관리론, 중국투자론

합니다. 귀하가 진정한 중국전문가가 되시고

핵심역량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능력, 중국 금융시장 및 투자전략의 이해와 비즈니스 사례분석

자 한다면, 국내 대학 사상 최초로

공통필수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브랜드마케팅, 중국경제지리와산업입지 중 택3

전공선택

중국증권시장분석론, 중국무역실무론, 중국지역경제론, 중국정치구조와
행정시스템,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중국기업경영과 노사관계

중국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와 사례분석, 중국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심층분석, 현대중국의 주요이슈 분석 및 중국비즈니스 사업전략수립,
핵심역량
중국경제 네트워크 및 인맥구축을 통해 투자환경 분석능력을 제고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국내외 유명대학의 중국관련 전공 박사과정 진학, 국내기업의 중국파견
현지법인장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중국실무 또는 전문경영인,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국관련 부서 종사 / 각 대학 및 사회단체의 중국교류 담당자 /
기타 중국관련 전문가 활동 / 중국관련 기업창업 및 CEO

님들을 통해 더욱 심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얻곤

개설되고 국내 유일한 과정인 저
희 China MBA에서 새로운 기
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중국경영MBA 2기 김도연

2월 전기입학식, 전기학위수여식

8월 글로벌연수

3월 독서토론회, 1학기 개강

9월 2학기개강

4월 명사초청강연, 학과별 워크샵, 전기 MT

10월 학과별 워크샵, MT, 경희대 총장배 골프대회

5월 스승의날 행사

11월 경영인의 밤

6월 한마음 대축제, 기말고사, 종강총회

12월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