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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BA
글로벌비즈니스 감각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선도할
차세대 경영인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3개의 트랙

International MBA 과정은 기존 국내외 MBA의 제한적인 교육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화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가업 승계와 창업에 필요한 경영 역량 교육에 최적화된
글로벌 YES 트랙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KABS 트랙,
그리고 해외 명문 MBA에서의 복수 학위 취득이 가능한 GBM 트랙까지 국내외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비즈니스 감각을 키우고 미래 세계경제를 선도할 차세대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차별화된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랙 (세부 전공)
| 글로벌 YES 트랙 (Young Entrepreneur Spirit) | KABS 트랙 (Korea and Asia Business Studies) | GBM 트랙 (Global Business Management) |

International MBA

KABS
트랙
Korea & Asia
Business Studies

과목 구성
필수

Korea & Asia Business Studies MBA는 한국의 기업과 문화,
그리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와 경제, 산업, 문화,

• KABS 전공과목 6과목 이수

사회를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선택

경영 프로그램입니다.

• 나머지 27학점은 자유 선택
전공 필수 과목

• Asian Business Field Project

• Korean Business Field Project

국제 경영, 기업전략, 조직이론, 공급사슬관리 등 경영학 주요 과목은 물론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교우 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학우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

• Asian Business and Marketing
• Asian Business Trend

특징

• Asian Market and Industry

•모
 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 Corporate Finance and Capital Markets

•아
 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 제공

• Business Innovation and Creativity

•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 Korean ICT Industry

• Korean Industry Study

•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 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 Marketing in the Digital Age

• MIS and Business Innovation

• Organizations in the Digital Age
• Strategic Management

• Understanding Asian Culture and Society
• Understanding Global Business

•한
 국어 자격시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MBA 과정
•아
 시아 지역 교류 대학 교수 초빙 강의

•일
 반대학원 경영학과의 경영 핵심 과목 및 국제학대학원 (GSIS) 한국학과
전문 과목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의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