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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51기 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

   가. 모집과정 : 최고경영자(Advanced Management Program)과정

   나.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대기업과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 개인사업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임직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일정

   가.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sendo@cau.ac.kr

     - 팩스 접수 : 02-812-4337

   나.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회사현황(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다. 상세 일정

※ 개강일자는 접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세부 일정

지원서 제출 2022. 06. 27.(월) ~ 2022. 09. 30.(금)

면접일시 상시

개강일자 10월 예정



4. 선발기준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 1,000점 만점으로 선발

       - 각 전형별 5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나. 서류전형 30%, 면접전형 70%

   다. 서류심사 기준

      1)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라. 면접심사 기준

      1)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

      2) 심사항목별 세부평가항목

구분 경력 기타(자격증) 합계 환산비율 비점합계

배점
제1심사위원 70 30 100 150%

300
제2심사위원 70 30 100 150%

구분 평가기준 배점

경력

(70점 만점)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51~70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31~50

산업체 경력 1년 이상 30

기타

(30점 만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감평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사

30

구분 적성 경력 합계 환산비율 비점합계

배점
제1심사위원 30 70 100 350%

700
제2심사위원 30 70 100 350%

구분 세부평가 항목

적성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수준

최고경영자과정 지원동기

과정 수료 후 계획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리적 표현력

인성

문제해결 능력



6. 장학제도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입학성적우수자에게 지급

   나.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 장학금은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함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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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 (02)820-5039 / Fax (02)812-4337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적용

성적

우수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봉사 공개강좌 원우회 임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