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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보다 전략적인 중국 금융 연수 과정은 없었습니다!” 

“ EMBA에 집중이 되어, 현재 비즈니스 실무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현장의 감각을 같이 접목하여 교육을 시키는 높

은 퀄리티와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는 강의였다.” 

 

“ 중국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에 진출할 때,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하고 어떤 점에서 기회를 살

려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금융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중국 진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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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김종승 한국투자증권 본부장(2014. 5 교육 참여) 

 

“현재 비즈니스 실무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현장의 감각을 같이 접목하여 
교육을 시키는 높은 퀄리티의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는 강의였습니다.” 

박광식 금융감독원 팀장(2014. 5 교육 참여) 

 
“금융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하고, 어떤 점에
서 기회를 살려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 상당히 중국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교육입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2013. 11 교육 참여) 

 

“중국경제성장률과 환경오염, 위안화 절상문제 등 중국 금융산업 개혁 등
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앞으로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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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G2시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 금융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특히 한-중 수교 22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중 교역 증대, 중국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중국 내 고급 소비시장 규모 

확대,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으로 인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등 금융협력 강화. 

•  중국의 고급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마련하고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등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과 현장 중심 연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 

5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8/e2014082117471870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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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일 정 [국내 일정] 10월 29일, 11월 5일  [중국 연수] 11월 13일 ~ 15일(2박 3일)  

[국내]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     

[중국] 북경 CKGSB 경영대학원 

대 상 중국 및 세계 금융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국내외 금융기관 임원, 핵심 인재   

교육비 
400만원(국내 강의 및 연수 총 비용 일체, 숙박(1인 1실) 및 항공 등 전 비용 포함) 

특전: 1기업 5명 이상 350만원(1인당)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여권 사본과 함께 이메일 salee@donga.com 또는  

Fax. 02-2020-1799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경영교육팀  

이상아 연구원 (02-2020-0435, salee@donga.com) 

신청 마감 2014년 9월 30일(화) 까지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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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동아일보 – CKGSB 중국 금융산업 네트워킹 과정 

  동아일보 – CKGSB 중국 금융산업 네트워킹 과정은 중국 &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CKGSB와  

                                  신뢰받는 종합미디어그룹 동아일보가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중국 금융산업 네트워킹 과정입니다.    

최고 중국 전문가의  
세계적 수준의 강의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CKGSB 동문과의 네트워킹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지속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 전 일정 동아일보 중국 전문 

기자 동행, 특파원의 중국 현장 

중심 경제, 사회  리뷰  

• 중국 진출 성공 기업 및 중국 

내 대표적 금융 기업 방문, 벤치

마킹 연수 

• CKGSB의 약 5,000여명의 다

국적기업, 국영 기업, 중국 내 

기업가 및 임원 동문과의 네트

워킹  

• 동아일보 경제부, 중국 전문 기

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중국 전문 기자의 리뷰 및 
기업 방문 벤치마킹 

현장 중심의 중국 경제 이해 

• 중국 경제 변혁의 과거, 현재, 

미래 

• 중국의 개혁개방 : 금융 시스

템 및 정책 

•중국의 금융업계 동향과 중국 

금융 진출 사례 

특전: 중국 장강상학원(CKGSB) 학장 명의 수료증 수여. 동문 자격 부여 

추후 동아일보 기획 진행 포럼 및 교육에 우선 참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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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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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정 

중국 연수 
일정 

1차 교육: 10월 29일(수)  
            김희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 ‘중국 금융 현황과 미래 전망’ 
 
2차 교육: 11월 5일(수)  
            한군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원 ‘ 중국 국무원이 직접 전하는 중국 진출 전략’ 

중국 내 성공 진출한 한국 기업 및 대표적 중국 기업(금융권, 비금융권 포괄) 방문 벤치마킹 
 
방문 기업(미정): 북경 현대자동차, 이랜드, 농심, 중국 녹지그룹, 평안보험회사, 알리바바  등  

CKGSB 강의 및 Panel Discussion   ‘중국에서의 금융 기업 성공 전략과 세계화’ 

Networking Event                         CKGSB 동문과 특파원 등과 함께 하는 교류의 시간  

용경협, 이화원 방문 및 vip 투어,  

금면왕조(중국 최고의 블록버스터 공연) 관람 등 

중국 이문화체험 

11월 13일(목) 

11월 14일(금) 

11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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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커리큘럼 

국내 사전 교육 

1차 국내 사전 교육 ┃ 10월 29일 (수) 18:00 ~ 20:00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   

2차 국내 사전 교육 ┃ 11월 5일 (수)  18:00 ~ 20:00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 

강의 : 중국 금융 현황과 미래 전망 

약력 

한군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 
 
강의 : 중국 국무원이 직접 전하는 중국 경영 전략 

약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중국사회과학원 당대한국 편집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 

한국 산업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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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업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커리큘럼  

중국 연수 과정 

기업 벤치마킹 ┃ 11월 13일 (목)   중국 내 한국 or 중국 기업 방문     

11월 13일(목) ~ 11월 15일(토),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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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일 정 

방문 기업 중국 내 성공 진출한 한국 기업 및 대표적 중국 기업(금융권, 비금융권 포괄) 

Time 구체 일정 

오전 중국 입국, 기업 방문 및 벤치마킹  

오후  기업 관계자 강연 및 질의응답   

저녁 중국 내 기업인, 특파원과의 네트워킹 만찬 

기업(예시) 
북경 현대자동차, 이랜드, 농심, 락앤락, 오리온, 연태시 LG전자, 아이코닉스 베이징법인, 미샤 

 등 중국 진출 성공 한국기업 

중국 은하 주식회사, 중국 평안 보험회사, 중국 중신은행, 녹지그룹, 알리바바 등 중국 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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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Jing 
강의명 : 중국 금융의 명암 – 그림자 금융, 모바일 금융을 중심으로’  
-약력    : CKGSB 부총장이자 CKGSB 회계학 및 재무학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의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종신교수직을 역임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커리큘럼  

중국 연수 과정 

CKGSB 강의   ┃ 11월 14일 (금)   북경 CKGSB 본원   

11월 13일(목) ~ 11월 15일(토), 2박 3일 

Teng Xiangbing 
강의명  : 중국 경제 변혁 – 과거, 현재, 미래’ 
약력     : CKGSB  유럽 캠퍼스 부총장 겸 전략 경영학 교수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이수 
 

CKGSB 강의 

Panel Discussion ‘중국에서의 성공 전략과 세계화’ 
 중국 기업과 한국 참여자 5~6명 및 CKGSB 동문 참여 

Networking Event CKGSB 동문과 특파원 등과 함께 하는 교류의 시간 

11 

Xiang Bing 학장 
강의명 : 중국의 변화와 글로벌 시사점 
약력   : CKGSB 총장 겸 중국 비즈니스 및 글로벌리제이션 교수 
          (전)  베이징 대학교 광화관리학원 EMBA  프로그램 개설 
           CEIBS 중국 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창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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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커리큘럼  

중국 연수 과정 

중국 이문화 체험┃ 11월 15일 (금)      

11월 13일(목) ~ 11월 15일(토), 2박 3일 

용경협, 이화원 방문 및 vip 투어,  

금면왕조(중국 최고의 블록버스터 공연) 관람 등 중국 이문화 체험 후 귀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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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KGSB? 

A New Generation Business School 
 

 

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KGSB)는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되어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국 교육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

이와 션전에 캠퍼스가 있으며, 홍콩, 뉴욕, 런던에 해외사무소

를 두어 글로벌 경영대학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KGSB는 세계 경제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중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와 비즈니스 시장을 분석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혁신과 열정,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영

대학원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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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및 학장 인사말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하여 그를 
“비즈니스 리더”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논하는 비즈니스 리더란 아래의 질문
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가?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자산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자신의 지혜와 기술력은 변화하는 시대에 여전히 유용하며 조국과 
국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CKGSB는 이러한 비즈니스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 CKGSB에서 만나십
시오. 

설립자 Li Ka-Shing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 

제가 CKGSB와 함께 한 지난 10년은 글로벌 경영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는 보람
의 시간이었습니다. CKGSB는 200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비영리 사립 경영대학원으
로 중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교수진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CKGSB의 교수진은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문 네트워크
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KGSB는 최상의  
교수진과 동문들이 함께 하며 글로벌 경제와 중국 시장에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
력을 공유합니다.  
혁신과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함께하는 CKGSB의 길, 저희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경제의 지식을 통섭해 나가며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선구자가 될 것 입니다. 이 멋진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혁신과 열정이 함께하는 CKGSB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학장 Xiang Bin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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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KGSB? 

비즈니스 리더의 CKGSB 선택 이유 

- 세계적 석학들로 이루어진 교수진 

-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통섭과 통찰력 

- 중국과 해외의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 

- 중국 각 산업계 성공 기업가 및 현장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 

포브스 차이나 선정 “가장 가치 있는 MBA 1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선정 “중국MBA 1위”! 

약 5,000 여 명의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주요 동문: 잭 마 알리바바그룹 창립자, 판 민 Ctrip CEO, 푸 청위 시노펙(Sinopec) 회장, 량 씬준 푸싱(Fosun) CEO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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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GSB 주요 교수진 소개 

샹 빙(XIANG Bing) 총장 
 
CKGSB 총장 겸 중국 비즈니스 및 글로벌리제이션 교수 
 
정부와 비즈니스의 관계, 국유기업 혁신, 중국 민간 기업의 역할, 혁신을 통한 건설
적인 발전 등 연구 
중국 비즈니스와 혁신, 중국 기업의 국제화, 중국 개혁의 세계적 영향에 관한 주요 
권위자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발표 
 
중국 시안교통대학에서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취득 

왕 이지앙 (WANG Yijiang) 
 
CKGSB 부총장 겸 경제학 및 인사 조직 교수 
베이징 대학 경제학학사, Harvard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박사 
조직 이론, 노동 경제학, 인적자원관리, 중국 경제 및 금융, 공공 금융 등이 주요 연
구 분야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음 
 
2008년 홍콩 대학 글로벌 MBA 10주년 기념 교육상 수상 
 
현재 미시건 대학교의 월슨 데이빗슨 전이 경제학 연구소의 연구 교수 
북미 중국 경제 협회 부회장직 겸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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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빙셩 (TENG Bingsheng) 
 
CKGSB  유럽 캠퍼스 부총장 겸 전략 경영학 교수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이수 
 
전략적 제휴 부분의 권위자로, The wall street journal 및 The washinton post 
등과 같은 해외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영학 학회 (Academy of Management)으이 회원
으로,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및 management journal 등과 같은 유명 
학술지의 현집 위원으로 활약 

메이 찌엔 핑 (MEI Jianping) 
 
CKGSB 재무학교수, EMBA  부총장, SKGSB 부동산 리서치 기관 이사장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 자산 평가와 부동산 재무 
 
프리스턴 대학 경제학 석, 박사 학위, 푸단 대학교 수학 학사 학위  
시카고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뉴욕 대학교, 칭화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 보
코니 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다양한 학술 단체로부터 ‘최고의 리서치 상’수여 받고, Prudential Insurance  
of America, Fidelity Investment, UBS Warsburg, Asia Development Bank,  
NCH Capital, Koo’s Group과 W.P. Carey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에서 컨설팅 
업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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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징(LIU Jing) 

 CKGSB 부총장이자 CKGSB 회계학 및 재무학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의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종신교수직을 역임 
자본 시장과 자산 평가, 증권 분석 분야의 권위자. 

 
CKGSB에서 수여하는 가장 뛰어난 리서치 상을 비롯해, UCLA 앤더슨 경영대학 주최 최고 
논문상을 수상 
Review of Accounting Studies의 편집위원. 현재 여러 중국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금융 기관의 고문으로도 활약. 
 
주 연구 분야: 재무 회계, 법인 재무, 투자, 중국 경제 개혁 등  

주리우(ZHU Rui)  

 
CKGSB의 마케팅 학부 교수 겸 브랜딩 센터의 공동 책임자.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 마케팅 박사  
 
2014-2016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아젠다 자문위원회 네트워크 멤버로 발탁.  
 
소비자 행동론, 창조성 및 광고학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연구.  
2010년 Sauder Junior Research 상 수상 
2007년에는 Marketing Science Institute 주최 Young Scholar 상 수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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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소개 

Appendix.  



미래전략연구소의 Resource와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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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연구소 Resource & Network 

▶MBA School 

- Harvard, MIT Sloan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성균관대, 서강대 등 

Resources 

▶Consulting Firm 

- 맥킨지, BCG, Bain & Company, 모니터그룹, 노무라연구소 
  딜로이트, AT커니, 올리버와이먼(전략) 

- 타워스왓슨, 헤이그룹, 휴잇어소시엇츠, 머서 (HR) 

▶국내 민간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재계 전문가그룹 

▶NYT Syndication 

- Wharton Business School, Booz Allen Hamilton, IMD 
    INSEAD 등 16개 기관  

▶ 해외 유수의 언론기관 

-NYT(미국) 아사히신문(일본) 인민일보(중국) 이즈베스티야(러시아) 

 시드니모닝헤럴드(호주)  

Networks 

동아일보 경제면 

미래연 DBR/HBR Korea 

Sub DBR 발행 

포럼, 경영교육 

필자 Network 

강연 

컨설팅 



경영매거진 발간 (DBR , HB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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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경영 저널 <Harvard Business 
Review>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4
년 3월 한국어판 창간함 

• 한국 최고 경영 전문지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을 제작하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경영
전문 기자들이 엄격히 검수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함 

• CEO, 교수, 경영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프리미엄 경영 콘텐츠 플랫폼 

• 글로벌 지식 및 통찰,한국기업에 맞는 솔루션, 통
섭형 지식과 리더십 지혜 제공 

• 심층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경영 매거진 지향 
• 새로운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 실천적인 솔루션

으로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 
 



경영교육 소개 

DBR 경영교육은 다릅니다. 
글로벌 수준의 최신 지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전달합니다.  

DBR HBR Korea 

Contents 

•최신 업데이트 되는 DBR(동

아비즈니스리뷰)의 경영 콘텐

츠를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DBR의 한국 실정에 맞는 기

업 적용 콘텐츠를 바탕으로 

실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BR(하버드비즈니스리뷰)

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글로

벌 지식을 전달합니다.(HBR 

Korea 발간) 

Professional Support 

•경영학 박사급, 해외 MBA출

신의 콘텐츠 디렉터와 전문 

기획 운영진이 기획하고 운영

합니다. 

•우리 회사 구성원에 맞는 지

식과 케이스를 적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을 최신의 콘텐츠를 바탕

으로 제공합니다.  

Knowledge Network 

•각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

는 DBR의 지식 네트워크에 참

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각종 포

털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제

공합니다.  



Any Questions? 

문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이상아 연구원 

(02-2020-0435, sa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