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K GSC : 
CHINA-MBA식 Curriculum 운영

SKK GSC 학생들은 중국협력대학에서 최소 1개 학기를 필수

적으로 공부하게 되며, 특히 복단대 경제학원과 공동 운영

하는 복수학위제도(금융 분야)를 통해 두 대학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협력대학 파견 제도

4학기1+0.5+0.5
교환방문학생 이수 시

5학기1+1+0.5
복수학위 이수 시

SKK GSC는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중국의 AI, Fintech, 사물 인터넷(IoT), O2O 

등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활성화사업(GPAS)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우수한 연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영학 연구의 중심

P R O F E S S O R S  W I T H  C H I N A 
B U S I N E S S  E X P E R T I S E
SKK GSC는 대한민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경영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MARKETING ENTREPRENEURSHIP 
& STRATEGY

FINANCE

전문화 된 교육과정

우수인재 장학금 혜택 제공

SKK GSC의 주중과정은 중국마케팅, 중국금융, 중국창업전략 

등 세 개의 세부전공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

성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정은 단일전공(중국경영)으로서 중국 비지니스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KK GSC는 입시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급하는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소속 회사 기관장 추천으로 지급하는 기업

추천장학금(*2022년 신설), 입시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외국인유학생장학금(*2022년 신설) 

등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중심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SKK GSC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진출

전략수립 등 실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DO YOU KNOW?

1st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내종합사립대학 
2017
2019

2021
세계대학평가 TIMES HIGHER EDUCATION

GLOBAL 122th18thASIA국내종합사립대학 1st

국가고객만족도 NCSI 15년 연속 1st
2007
2021

1위

SUNGKYUNKWAN UNIVERSITY

WHO CHAMPIONS
CHIN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INA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SKK GSC)은 중국 비지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2005년 개원이래 400명 이상의 중국 경영·경제분야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2030년까지 중화권 최우수 

10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최고의 중국 비지니스 

연구·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K GSC의 프로그램은 

전일제(full-time) 대학원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중과정(BLP)과 재직자·사업가 중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말과정(W-BLP) 2-TRA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5년의 과정을 마친 후 중국학석사(Master in Chinese

Studies)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NURTURING CHINA 
BUSINESS EXPERTS

WHAT MAKES 
SKK GSC GREAT?

SKK GSC에서 개설하는 대부분의 수업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어를 사용하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역량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중국어·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협력대학 파견을 통해 우수한 현지 교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환경

SKK GSC는 북경대, 복단대, 인민대, 상해교통대, 절강대 등 

중국 최고 대학의 경영(Management)· 경제(Economics)

학원 및 유관 학문분야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과의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중국 실크로드를 중국대학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완주하는 SKK GSC만의 중국대륙

탐사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약 일주일 간 진행

되는 중국도보여행을 통해, 중국 비지니스의 바탕이 

되는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난 4년간 제1차 일대일로 여정을 성공

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 여정을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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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中国梦) 프로젝트

Partners in China

Shenzhen(深玔),   
Hongkong(香港) (2017 )

심천증권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 HUAWEI

Shanghai(上海), Hangzhou(杭州) 
(2018 )

PWC Consulting, Alibaba, 절강대학교,  

梦想小镇

Beijing(北京) (2019 )

Cheil PengTai, 자오핀닷컴(智联招聘),  

중관촌리스회사(中关村科技租赁)小镇

중국몽(中国梦) 프로젝트는 중국 현지 지역 

및 기업 탐방 및 조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SKK GSC

만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주말과정

(W-BLP) 학생들을 참가 대상으로 합니다.



SKK GSC CURRICULUM ROAD MAP

HOW SKK GSC INCREASES YOUR VALUE

SKK GSC의 주중과정은 2005년 중국대학원 설립과 함께 개설되었으며, 주중(월~금)에 

운영되는 전일제(full-time) 과정으로서, 각 세부전공마다 5~8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LP 주중과정

한중비즈니스캡스톤디자인    한중AI비즈니스   한중빅데이터와핀테크혁신  

비즈니스중국어    한중기업의조직혁신

BLP 선택과목

PRE-SC
H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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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연구조사방법론

Marketing

중국마케팅관리

Finance

중국재무관리 

중국자본시장론

E&S

중국기업전략경영 

중국글로벌경영

공통과목

중국경제법

Marketing

중국소비자행동론 

중국디지털마케팅

Finance

중국금융기관 

중국투자론

E&S

중국혁신경영 

중국리더십

공통과목

중국디지털경제

한중비즈니스캡스톤디자인

Marketing

중국마케팅전략 

중국시장조사

Finance

중국회계와세무 

글로벌재무최신이슈

E&S

중국창업이론과실무

STUDY 
ABROAD 
IN CHINA

SEMESTER 3SEMESTER 1 SEMESTER 2 SEMESTER 4
 중국소비자마케팅

 중국빅데이터분석

 중국기업재무관리실무

 중국기업전략

 중국역사와문화

 중국최신이슈세미나

MODULE A
 글로벌마케팅최신이슈

 중국금융기관경영

 중국기업국제경영실무

 중국회계실무

 중국경제법실무

 중국비즈니스이노베이션

MODULE B
 중국마케팅전략

 중국투자전략

 글로벌재무최신이슈

 중국조직행동론

 중국컨설팅실무

 중국정치와경제

MODULE C
 중국빅데이터마케팅

 중국시장조사

 글로벌매니지먼트최신이슈

 중국증권거래실무

 중국현지법인운영실무

 중국현지조사연구

MODULE D

SKK GSC의 주말과정은 재직자와 사업가를 대상으로 현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파트타임(part-time) 프로그램입니다. 4개 모듈로 구성 및 운영하며

입학시기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BLP 주말과정

중국최신이슈세미나    중국정치와경제    

중국현지법인운영실무    중국현지조사연구

W-BLP 선택과목

SKK
GSC

GSC FACULTY WILL LEAD YOU TO BECOME 
A PROFESSIONAL IN CHINA BUSINESS

KIM
YONGJUNE
MARKETING 
NORTHWESTERN UNIVERSITY, 
USA

김용준 교수

비엔원롱 교수

BIAN
WENLONG 
FINANCE 
PEKING UNIVERSITY, 
CHINA

천보 원장

CHEN BO 
MARKETING 
ESSEC BUSINESS SCHOOL, 
FRANCE

노은영 교수

ROH 
EUNYOUNG 
ECONOMIC LAW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송덕호 교수

SONG 
DOUGHO 
LEADERSHIP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CHINA

고영진 교수

KO 
YOUNGJIN
STRATEGY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CHINA

안유화 교수

AN YUHUA 
FINANCE 
KOREA UNIVERSITY, 
KOREA

전병서 교수

JEON  
BYEONGSEO 
FINANCE 
FUDAN UNIVERSITY,  
CHINA

WEB PAGE   http://gsc.skku.edu 

BLOG   https://blog.naver.com/skkgsc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kkgsc_official/

카카오플러스친구   플러스 친구 “skkugsc” 검색

※ 각 모집 회차별 구체적인 모집 일정 및 요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추천장학 및 외국인유학생장학은 2022년 신설된 장학금이며, 장학 관련 세부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ASIC INFO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3층 중국대학원 (03063)

TEL  +82-2-740-1542~5 / FAX  +82-2-740-1540 

E-MAIL  skkgsc@skku.edu

프로그램 주중과정(BLP) 주말과정(W-BLP)

선발횟수 연 2회 연 2회

Pre-School 일정 전기 2월 후기 8월

개강(모집시기) 전기 3월(11~12월) 후기 9월(5~6월) 전기 3월(11~12월) 후기 9월(5~6월)

학기당 수업료 980만원(※입학금 별도) 1,200만원(※입학금 별도)

수료기준학점 42학점 42학점

학위취득기간 4~5개 학기(2~2.5년) 4개 학기(2년)

수업요일 월~금 수/금~일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연구조교(RA)

학업지원/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장학

수업료의

20~50%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기업추천장학

수업료의

20~100%

SKK GSC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국제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HERE WE ARE 

  

국제관

SKK GSC 전용 학습공간

(열람실+세미나실)

SKK GSC 학생 및 교원

교류공간

International Hall

Study Zone

첨단 교육시설과 학습지원

시스템을 갖춘

SKK GSC 전용 강의실

Classroom

Global Lounge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학술자료를 

보유한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성균관

정문

600주년 기념관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