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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반기 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과정명

모집

특

인원

징

• 경영학 제분야의 기본적 지식 기반 위에 복수학위 혹은 분야별 심화전공을 통해
Generalist이면서 특정 분야의 Specialist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토대 제공
- 1년차: 경영학 기본과목 수강
2년차 과정선택: 특성화 영역 심화학습 또는 복수학위과정 선택
-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수업
- 특성화 영역별 전공의 기준 충족 시 전공심화 자격 부여
⇒ 특성화영역 : Accounting and Finance / Management & Organizations /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 Strategic Marketing Management

복수학위 과정
• 중국(상하이) FUDAN Univ.와 복수학위 과정
- 중앙대 MBA에서 1년 학습
- FUDAN Univ.(EMA)에서 1년 : 경제학 or 재무학 학습
*EMA (English-instructed Master in Chinese Economy or in Finance)
- 영어 강의 or 중국어 강의를 통해 푸단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Global
MBA
[주간과정]

00명

Fudan
Univ.
(중국)

• 2년 과정 종료 후 양교에서 복수학위 취득
- 중앙대 MBA: 경영전문석사
- FUDAN Univ.: 경제학 혹은 재무학 석사
* 중국 국적 소지자는 지원불가
* 봄학기 입학자의 경우 중앙대 MBA 1학기를 마치고 FUDAN대에 입학하여
1년과정을 수료 후 중앙대에서 마지막 1학기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중앙대 마지막 1학기 재학 중 FUDAN대에서 진행하는 최종 논문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를 위한 중국 방문에 따른 경비는 자비로 부담함
• 미국 California State Univ-LA.와 복수학위 과정
- 중앙대 MBA에서 1년 학습
- CSU-LA MBA에서 1년 학습

CSU-LA
(미국)

• 2년 과정 종료 후 양교에서 복수학위 취득
- 중앙대 MBA : 경영전문석사
- CSU-LA MBA : 경영전문석사
* CSU-LA 지원자의 경우 2년차 등록금은 미국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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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과정명

특

인원

징

• 수업일정: 평일(야간) 및 주말 수업 선택하여 개인시간표 수립
• 수업개설: 평일(월~금, 야간), 토(오전, 오후), 본인이 요일 선택 가능

CAU

• 전과정 한국어 수업

Leader
MBA
[야간/주말

00명 • 전공심화영역
① 인사/조직/전략
② MS/MIS

과정]

③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④ 재무정보와 자산관리
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경영
⑥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지원자격
1.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021. 02. 28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학사 과정의 출신학과, 전공에 상관없음
4. Global MBA: 영어강의 이수 가능자, CAU Leader MBA : 100% 한국어 수업
5. Global MBA 입학생 중 복수학위과정 선택 시 지원 자격
가. FUDAN UNIVERSITY
- TOEFL IBT 90 or IELTS 6.5 이상
(점수가 없을 경우 FUDAN Univ.의 추가 평가로 입학 결정)
- 중앙대학교 MBA 평균평점 3.2 이상
※ FUDAN Univ.의 추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음
- 봄학기 입학자의 경우 1학기 수료 후 FUDAN대학에 입학하며 마지막 학기를 중앙대학교에서
이수하게 됨.(마지막 학기를 중앙대에서 이수하면서 FUDAN대학 논문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함)
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 TOEFL IBT 80점 or IELTS 6 이상
- GMAT or GRE 시험성적 제출 (입학 전 직장경력에 따라 GMAT/GRE가 면제될 수 있음)
- 중앙대학교 MBA 이수한 모든 과목 “B” 이상
- 세부사항은 입학 후 안내 예정
6. CAU Leader MBA : 직장 실무경력 보유자 우대 (영어강의 없음)

❏ 지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에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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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전형구분

세부 일정

인터넷접수

2020. 10. 12(월) ~ 11. 08(일)

서류제출

2020. 11. 11(수)까지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

면접 전형

2020. 11. 14(토)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1. 24(화) 16:00 홈페이지 공고 (mba.cau.ac.kr)

인터넷접수

2020. 11. 25(수) ~ 2021. 01. 03(일)

서류제출

2021. 01. 06(수)까지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

면접 전형

2021. 01. 09(토)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01. 19(화) 16:00 홈페이지 공고 (mba.cau.ac.kr)

인터넷접수

2021. 01. 20(수) ~ 01. 27(수)

서류제출

2021. 01. 28(목)까지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

면접 전형

2021. 01. 30(토)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2021. 02. 05(금) 16:00 홈페이지 공고 (mba.cau.ac.kr)

※ 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무효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선발기준
가. 서류심사 및 면접의 합산점수 500점 만점으로 선발
나. 각 심사별 60% 미만의 점수 획득 시 과락
다. 배점표
구

분

서류심사

면접

수시전형

100점

400점

500점

일반전형

200점

300점

500점

특별전형

200점

300점

500점

자기소개서, 직장경력,
심사항목

학사 성적, 어학성적,

적성 및 수학능력 등을
평가

전문자격증 등을 평가

❏ 전형료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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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입학원서 【mba.cau.ac.kr】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 – [다운로드]
(본인의 직장경력 / 학업계획 / 지원동기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3.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필수제출서류

4. 성적증명서 1부
- 전 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전·후 성적표 모두 제출해야함
* 입학원서 성적입력시에는 편입이후 대학의 성적표 최종 성적을 입력함
5.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어학성적보유자에 한함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경력보유자에 한함

7. 회사(기관) 등록금 지원 확인서 [다운로드]

해당자에 한함

8. 학위조회동의서 – 해외대학졸업자에 한함 [다운로드]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해외대학
졸업자에 한함

9.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1부.
*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제출 필요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10. 은행잔고증명서(USD 22,000이상)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함
께 제시하여 원본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다음의 기관으
로부터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1.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2.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①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의 학위인증서 원본
- CREDETIALS REPORT 제출 (http://www.cdgdc.edu.cn or www.chinadegrees.cn 참조)
② 中国高等教育学历咨询报告 의 학위인증서 원본
-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http://chsi.com.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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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번역공증본 (한국 공증사무소에서의 번역공증본 인정 안됨)
* 졸업예정자의 경우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에서 예정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3.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 1
-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공증
-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공증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1. 전형료 : 80,000원

2.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함.

3.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기재된 입학원서가 출력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4. 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입학원서 입력내용의 수정이나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하니 반드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 입력내용을 확인한 다음 결제하기 바람

5. 출신대학(원)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출신대학 및 학과를 순차적으로 입력, 경력
사항은 최근 사항을 먼저 입력하시기 바람

6.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7. 입학원서와 제출된 서류가 인터넷으로 입력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작성오류, 기재
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8. 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자격과 관련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과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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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1. 현역 군인은 2021. 2. 28 이전 전역예정자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지원할 수 있음. (직업군인은 해당되지 않음)
2.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그 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또는 입학 이후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모든 사항이 취소됨.
3.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최종합격자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6. 이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취지에 어긋나거나 학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자는 모집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 (입학포기)
신청기간

전

학기 개시 후

환불금액

제출서류

납부한 수업료/입학금 전액 환불

재학생 기준 적용
- 입학금 및 일정금액의 수업료를 공제함

- 등록포기각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제출처

경영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

- 자퇴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 부정입학 및 입학자격 미달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
하지 않음

❏ 장학제도
분

지급액
수업료의
최대 70%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최대 3,000,000원

전체 수석

수업료의 최대 50%

성적우수A

수업료의 최대 30%

성적우수B

수업료의 최대 20%

성적우수(복수학위)

수업료의 최대 20%

선발기준

비고

* 학과별 신입생 입학수석 1명
- Global MBA : 1명
- CAU Leader MBA : 1명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지급
성적우수 : 입학성적 상위 50%

*학과별 등록인원의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성적우수 A : 상위10%, 성적우수 B : 상위20%)

*복수학위 상대교 재학생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 장학금액은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상한액 내에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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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 평균평점
3.5이상
*성적우수 동점자 처리
기준 :
1. 평균평점 2. 총점
3. 신청학점

분

지급액

선발기준

비고

장학금액은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상한액 내에서 조정됩니다.
수업료의 80%

* 원우회장

수업료 최대 15%

* 원우회 임원진(5명 내외) 등

최대 1,000,000원

* 기수대표
-CAU Leader MBA: 기수대표(각 기수)
GLOBAL MBA: 주간과정 대표 1명 선발
(단, 복수학위 과정 대표 1명 추가 선발)

봉사
(원우회)

장학금

* 중앙대학교 출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입학시 1회 지급)

1,000,000원
특별

교직원 본인
및 가족

기타
장학금

부속기관 직원 본인
및 가족
외국인
군위탁생

500,000

1등

300,000

2등

200,000

3등

직계자녀

* 등록금의 100%, 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부속기관 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대학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중복 지급 가능

* 등록금 100%
*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교직원 본인

직계자녀, 배우자

*신입생 Orientation 사례분석발표
우수팀에게 지급

*
*
*
*

등록금 50%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등록금의 25%
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F” 없음
* 교육부 추천자
*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등록금의 50% 감면

※ 위 장학제도는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학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http://mba.cau.ac.kr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 (02)820-5037∼5038 / Fax (02)8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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