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희

경영전략/국제경영/공공경영
경영학박사
Harvard Univ.

이미라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 of Minnesota

aster of

usiness

dministration

CAU-Leader MBA[Evening & Weekend program]
             /  Chung-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지원자격

가.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규4년제 대학 학사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학사 과정의 출신학과, 전공에 상관없음

라. CAU Leader MBA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마. CAU-FUDAN MBA, CAU-FUDAN Finance MBA : FUDAN Univ. 입학전 TOEFL 550(iBT 90) 혹은 IELTS 6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

     

선발기준

서류심사 100점 및 면접심사 400점의 합산점수 500점 만점으로 선발

원서접수

[mba.cau.ac.kr] 에서 인터넷 접수 

※ 심사기준 및 비중은 전형별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인증서 원본제출
    (http://www.cdgdc.edu.cn 참조) / * 국내 학위인증 대행업체: 서울공자아카데미 학력 학위인증센터(http://www.cis.or.kr)
※ 그 외 국가는 다음의 방법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   계

배   점 100점 400점 500점

CAU MBA

Admission Overview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실무

경력, 문제분석 및 해결능력, 창의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ba.cau.ac.kr 참조)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강의 제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교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경영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Faculty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고의 교수진입니다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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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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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마케팅
경영학박사
Columbia Univ.

서현석

마케팅
사회공학박사 
Wisconsin - Madison

이지은

마케팅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남인우

마케팅
경영학박사
Iowa Univ.

이진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C Berkeley 

안대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일한

마케팅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한승희

소비자 행동
경영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

김현철

마케팅
이학박사
Oklahoma State Univ.

권혁인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6

김성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New York Univ.

김영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Minnesota

김진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Louisiana State Univ.

김태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류승완

경영과학
공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세권

경영과학
공학박사
Texas A&M Univ.

이시영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위정현

경제학
경제학박사
The Univ. of Tokyo

황금주

마케팅
경영학박사
Imperial College

정헌배

마케팅,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조유현

소비자경제학
경영학박사
Cornell Univ.

강성민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신동천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박해철

경영통계/경영과학/운영관리
경영학박사
Yale Univ.

안병석

경영과학
경영학박사
KAIST

최명길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홍일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병하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Iowa Univ.

박유진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Arizona State Univ.

서용원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김진백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U. C. Berkeley

차훈상

MIS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성준

경영전략/엔터테인먼트경영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용근

무역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김규형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남석

경영전략
경영학박사
Oxford Univ.

최제미

Business Communication
 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Galas

Public Speech & Debate
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허석균

금융, 거시, 재정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박창균

경제학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여은정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허연

위험관리
경영학박사
Temple Univ.

황선웅

재무관리
재무학박사
New York Univ.

정준영

Behavioral Finance 
경영학박사
Washington State Univ.

이관영

재무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연우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Queen’s Univ.

강선민

회계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송수영

재무관리/계약이론
경영학박사
Indiana Univ.

오규택

투자론/선물옵션시장론/
벤처투자론
경제학박사, Yale Univ.

신인석

금융경제학
경제학박사
Stanford Univ.

유시용

Financial Engineering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정연앙

인사관리/임금관리/노사관계론
경영학박사
Iowa Univ.

전병준

경영조직론/조직행동론
경영학박사
Univ. of Oregon

한주희

인사관리
경영학박사
Univ. of Exeter

채연주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효선

Organization studies
경영학박사
M.I.T

차운아

조직행동
심리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종건

조직행동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동순

국제재무관리/외환론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황인태

회계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홍철규

원가회계/관리회계
회계학박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최국현

재무회계/자본시장회계/
회계감사, 회계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정도진

회계학
회계학박사
Univ. Kenturky

조태현

회계학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양대천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Partners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세계의 다양한 해외명문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과도 공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ewcaumba @mba_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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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두산 부사장) ●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제게 중앙대 MBA는 경영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갖기 원하거나, 향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중앙대 MB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노수 (롯데제과, 이사) ●  직장인으로서 중앙대 MBA에 입학하여 새로운 Refresh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의 커리큘럼은 회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MBA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바쁜 회사 업무 중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지

만, 투자한다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박진실(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경쟁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즘 저는 중앙대 MBA에서 금융, 회계 및 경영에 대하여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에 중앙대 MBA를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민기 (한국 로슈) ●  MBA 졸업 시점에 근무하던 국내 제약사를 떠나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상승

하였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더 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중앙대 MBA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도 제 커리어 개

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만난 다양한 원우들도 제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박지영(밸리댄스학원 대표) ●  예술계 학과를 졸업하고 퓨전밸리댄스 학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공연을 하던 제가 중앙대 MBA에 다

닌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배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에 대한 지식은 제가 종사하는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의 교수 임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를 통해 공연산업 거장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대학 Partners

산학협력기업 및 기관

두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채권연구원 KOTRA

매일경제 TV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eidrick & Struggles YBM어학원 (주)이얼싼중국문화원 

Interview with Alumni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 (02)820-5037~8  F. (02)817-4891   http://mba.cau.ac.kr

인도 EMPI Business School Levin Institue Lingnan University Yokohama National UniversityFudan University
New Delhi

UDE U-MASS BOSTON

서류심사 비  고

1. 입학원서【mba.cau.ac.kr】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 / 학업계획 / 지원동기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3.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편입생의 경우 전ㆍ후 성적표 모두 제출해야함.
    * 입학원서 성적입력 시에는 편입이후 성적만을 산출하여 입력

5.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회사(기관) 등록금 지원 확인서 

8. 학위조회동의서 – 해외대학졸업자에 한함.

9.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1부.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제출 필

10. 은행잔고증명서 (USD 22,000이상)

필수제출서류

어학성적보유자에 한함

경력보유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외대학 졸업자에 한함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CAU 

임창우

회계학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나영

회계학
경영학박사
Rutgers Univ.

장지인

재무회계/중급회계
회계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재환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전영순

재무회계/고급회계
경영학박사
Univ. of Georgia

김창수

회계학
회계학박사
Florida Int. Univ.

재
무
금
융

경영
전략

●

국제
경영

●

무역

경
영
과
학
●

경
영
정
보



전공체계 및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구조     

교과과정은 크게 공통필수 과목군, 전공심화 과목군, 그리고 Toolkit 과목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urriculu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 운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CAU MBA

Student Activities
현장체험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MBA FESTIVAL
원우회가 주관하며 MBA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동문을 포함한 모든 MBA 학

생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MBA 재학생과 동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

다. 60여 기수에 빛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CAU MBA

Independent Study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개설된 계절 학기 과목으로서, 학생 개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현장중심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Study는 국내외 단기연수를 통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실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으로서 학점(1~2학점)으로 인정되며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
외부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특별 강사로 초대하여 해당 기업의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등 실제 사

례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

으나 졸업 전까지 최소 2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우회 

MBA 재학생을 대표하는 원우회는 3학차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MBA FESTIVAL, MBA 

동문회 등의 행사 및 Independent Study 국내외 단기연수를 주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적 네

트워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임병하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에 필수적인 

신성장 엔진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창의적이고 행동 중심

적이며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E-CAU Leader라 명

명하며, E(Ethical)-C(Creative) A(Action-oriented) U(Universal) Leader 들

을 양성하는 것이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입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

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의 교수들은 높은 경륜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의 전통적인 강점과 금융 및 미디어

산업의 집결지인 여의도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살려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과 

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인재개발센터를 통해 입학 시

점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커리

어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과 함께 개

인의 경쟁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한경쟁과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

쟁력 있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오시면 E-CAU Leader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경영전문대학원이 세계적인 대

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21세기 무한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경

영전문대학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an’s Message 

변화가 많은 세상, 
최고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중앙대학교 MBA!

CAU MBA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의 전공영역

선택배경 경쟁력

Management & 
Organizations

-  인사/조직/전략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경쟁력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  기업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경영분석 능력의 중요성

- 다양한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다채로운 교수진

-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과의 장기간의 공동연구 이력

- 인사실무/조직운영/이노베이션/협상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수역량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현대 산업환경에서 생존의 필수요건으로서의 ICT 역량

-  경쟁력의 핵심인 Operations Management의 중요성 증대

- OM과 ICT의 결합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교수진의 풍부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사례분석 역량

- 데이터 수집부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까지의 분석능력 

Strategic 
Marketing Mgt.

-  실무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모바일, SNS, 위치기반 광고 등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효율적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기법 수립 필요

-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심리학과 및 

   광고홍보학과와의 collaboration 

Accounting & 
Finance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국제적 경쟁력  

- 콘텐츠의 가치 상승 

- 중앙대의 전통적 강점과 인맥

-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경영전문가 프로그램(EMP) 개설 등   

   축적된 교육경험 

Media & 
Entertainment 
Mgt. 

- 금융산업의 선진화 필요성

-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 교수진의 풍부한 현장참여 경험

-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교육경험

- 금융허브 여의도와 가까운 거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 

CAU Leader MBA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 E-CAU Leader를 양성합니다

Program Outline

CAU MBA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Ethical
Creative
Action-oriented
Universal
Leadership중앙대학교 MBA

E-CAU Leader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야간/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전공소양을 보유하는 일반 경영 

분야 -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와 더불어 세 개의 특성화 분야 -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 에서 각각 심화된 전공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MBA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일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개설과목 중 30%의 과목) 학생들은 MBA 학위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본인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전체 이수학점은 45학점 

으로서 경영학 관련 공통 필수 21학점과 전공심화과정 21학점(이중 6학점은 계절 학기 맞춤형 현장연구 중심 과목)과 Toolkit 과목 

3학점으로 구성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은 정규학기에 9~12학점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년간 

진행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 구조

공통필수 과목군
(21학점)

Managing People  • Organizational  Process (조직행동) 

Managing Money  • Corporate Finance (재무관리)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 Marketing (마케팅)

Managing System  • MIS (정보시스템) • Data Analysis & Decision Making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론)

Integration  • 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전공심화 
과목군 (21학점)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Strategic Marketing Mgt. Media & Entertainment Mgt.

• 협상과전력적의사결정

• 리더쉽과 조직관리

• 벤처경영과 사업성 분석

• 글로벌경영

• Strategic HRM

• 혁신경영전략

• 경영사례연구

• 임금관리

• e-BUSINESS

• SCM과 오퍼레이션혁신

• 스마트경영

• 빅데이터분석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마케팅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Strategic Brand Management

• 엔터테인먼트경영

•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Accounting & Finance

• 벤처캐피탈과 PEF

• Doing Business in China

• 기업투자가치분석

• 조세와 금융

• 중국경제의 이해

Toolkit 
과목군 (3학점)

Business Communication (비즈니스 영어)

(야간/주말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특히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등의 전통적인 일반경영분야는 물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등의 전공영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공체계 및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구조     

교과과정은 크게 공통필수 과목군, 전공심화 과목군, 그리고 Toolkit 과목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urriculu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 운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CAU MBA

Student Activities
현장체험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MBA FESTIVAL
원우회가 주관하며 MBA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동문을 포함한 모든 MBA 학

생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MBA 재학생과 동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

다. 60여 기수에 빛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CAU MBA

Independent Study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개설된 계절 학기 과목으로서, 학생 개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현장중심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Study는 국내외 단기연수를 통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실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으로서 학점(1~2학점)으로 인정되며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
외부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특별 강사로 초대하여 해당 기업의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등 실제 사

례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

으나 졸업 전까지 최소 2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우회 

MBA 재학생을 대표하는 원우회는 3학차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MBA FESTIVAL, MBA 

동문회 등의 행사 및 Independent Study 국내외 단기연수를 주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적 네

트워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임병하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에 필수적인 

신성장 엔진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창의적이고 행동 중심

적이며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E-CAU Leader라 명

명하며, E(Ethical)-C(Creative) A(Action-oriented) U(Universal) Leader 들

을 양성하는 것이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입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

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의 교수들은 높은 경륜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의 전통적인 강점과 금융 및 미디어

산업의 집결지인 여의도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살려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과 

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인재개발센터를 통해 입학 시

점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커리

어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과 함께 개

인의 경쟁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한경쟁과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

쟁력 있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오시면 E-CAU Leader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경영전문대학원이 세계적인 대

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21세기 무한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경

영전문대학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an’s Message 

변화가 많은 세상, 
최고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중앙대학교 MBA!

CAU MBA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의 전공영역

선택배경 경쟁력

Management & 
Organizations

-  인사/조직/전략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경쟁력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  기업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경영분석 능력의 중요성

- 다양한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다채로운 교수진

-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과의 장기간의 공동연구 이력

- 인사실무/조직운영/이노베이션/협상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수역량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현대 산업환경에서 생존의 필수요건으로서의 ICT 역량

-  경쟁력의 핵심인 Operations Management의 중요성 증대

- OM과 ICT의 결합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교수진의 풍부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사례분석 역량

- 데이터 수집부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까지의 분석능력 

Strategic 
Marketing Mgt.

-  실무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모바일, SNS, 위치기반 광고 등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효율적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기법 수립 필요

-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심리학과 및 

   광고홍보학과와의 collaboration 

Accounting & 
Finance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국제적 경쟁력  

- 콘텐츠의 가치 상승 

- 중앙대의 전통적 강점과 인맥

-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경영전문가 프로그램(EMP) 개설 등   

   축적된 교육경험 

Media & 
Entertainment 
Mgt. 

- 금융산업의 선진화 필요성

-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 교수진의 풍부한 현장참여 경험

-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교육경험

- 금융허브 여의도와 가까운 거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 

CAU Leader MBA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 E-CAU Leader를 양성합니다

Program Outline

CAU MBA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Ethical
Creative
Action-oriented
Universal
Leadership중앙대학교 MBA

E-CAU Leader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야간/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전공소양을 보유하는 일반 경영 

분야 -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와 더불어 세 개의 특성화 분야 -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 에서 각각 심화된 전공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MBA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일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개설과목 중 30%의 과목) 학생들은 MBA 학위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본인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전체 이수학점은 45학점 

으로서 경영학 관련 공통 필수 21학점과 전공심화과정 21학점(이중 6학점은 계절 학기 맞춤형 현장연구 중심 과목)과 Toolkit 과목 

3학점으로 구성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은 정규학기에 9~12학점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년간 

진행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 구조

공통필수 과목군
(21학점)

Managing People  • Organizational  Process (조직행동) 

Managing Money  • Corporate Finance (재무관리)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 Marketing (마케팅)

Managing System  • MIS (정보시스템) • Data Analysis & Decision Making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론)

Integration  • 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전공심화 
과목군 (21학점)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Strategic Marketing Mgt. Media & Entertainment Mgt.

• 협상과전력적의사결정

• 리더쉽과 조직관리

• 벤처경영과 사업성 분석

• 글로벌경영

• Strategic HRM

• 혁신경영전략

• 경영사례연구

• 임금관리

• e-BUSINESS

• SCM과 오퍼레이션혁신

• 스마트경영

• 빅데이터분석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마케팅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Strategic Brand Management

• 엔터테인먼트경영

•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Accounting & Finance

• 벤처캐피탈과 PEF

• Doing Business in China

• 기업투자가치분석

• 조세와 금융

• 중국경제의 이해

Toolkit 
과목군 (3학점)

Business Communication (비즈니스 영어)

(야간/주말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특히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등의 전통적인 일반경영분야는 물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등의 전공영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공체계 및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구조     

교과과정은 크게 공통필수 과목군, 전공심화 과목군, 그리고 Toolkit 과목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urriculu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 운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CAU MBA

Student Activities
현장체험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MBA FESTIVAL
원우회가 주관하며 MBA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동문을 포함한 모든 MBA 학

생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MBA 재학생과 동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

다. 60여 기수에 빛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CAU MBA

Independent Study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개설된 계절 학기 과목으로서, 학생 개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현장중심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Study는 국내외 단기연수를 통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실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으로서 학점(1~2학점)으로 인정되며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
외부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특별 강사로 초대하여 해당 기업의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등 실제 사

례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

으나 졸업 전까지 최소 2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우회 

MBA 재학생을 대표하는 원우회는 3학차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MBA FESTIVAL, MBA 

동문회 등의 행사 및 Independent Study 국내외 단기연수를 주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적 네

트워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임병하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에 필수적인 

신성장 엔진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창의적이고 행동 중심

적이며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E-CAU Leader라 명

명하며, E(Ethical)-C(Creative) A(Action-oriented) U(Universal) Leader 들

을 양성하는 것이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입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

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의 교수들은 높은 경륜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의 전통적인 강점과 금융 및 미디어

산업의 집결지인 여의도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살려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과 

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인재개발센터를 통해 입학 시

점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커리

어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과 함께 개

인의 경쟁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한경쟁과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

쟁력 있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오시면 E-CAU Leader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경영전문대학원이 세계적인 대

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21세기 무한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경

영전문대학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an’s Message 

변화가 많은 세상, 
최고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중앙대학교 MBA!

CAU MBA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의 전공영역

선택배경 경쟁력

Management & 
Organizations

-  인사/조직/전략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경쟁력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  기업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경영분석 능력의 중요성

- 다양한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다채로운 교수진

-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과의 장기간의 공동연구 이력

- 인사실무/조직운영/이노베이션/협상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수역량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현대 산업환경에서 생존의 필수요건으로서의 ICT 역량

-  경쟁력의 핵심인 Operations Management의 중요성 증대

- OM과 ICT의 결합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교수진의 풍부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사례분석 역량

- 데이터 수집부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까지의 분석능력 

Strategic 
Marketing Mgt.

-  실무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모바일, SNS, 위치기반 광고 등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효율적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기법 수립 필요

-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심리학과 및 

   광고홍보학과와의 collaboration 

Accounting & 
Finance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국제적 경쟁력  

- 콘텐츠의 가치 상승 

- 중앙대의 전통적 강점과 인맥

-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경영전문가 프로그램(EMP) 개설 등   

   축적된 교육경험 

Media & 
Entertainment 
Mgt. 

- 금융산업의 선진화 필요성

-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 교수진의 풍부한 현장참여 경험

-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교육경험

- 금융허브 여의도와 가까운 거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 

CAU Leader MBA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 E-CAU Leader를 양성합니다

Program Outline

CAU MBA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Ethical
Creative
Action-oriented
Universal
Leadership중앙대학교 MBA

E-CAU Leader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야간/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전공소양을 보유하는 일반 경영 

분야 -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와 더불어 세 개의 특성화 분야 -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 에서 각각 심화된 전공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MBA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일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개설과목 중 30%의 과목) 학생들은 MBA 학위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본인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전체 이수학점은 45학점 

으로서 경영학 관련 공통 필수 21학점과 전공심화과정 21학점(이중 6학점은 계절 학기 맞춤형 현장연구 중심 과목)과 Toolkit 과목 

3학점으로 구성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은 정규학기에 9~12학점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년간 

진행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 구조

공통필수 과목군
(21학점)

Managing People  • Organizational  Process (조직행동) 

Managing Money  • Corporate Finance (재무관리)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 Marketing (마케팅)

Managing System  • MIS (정보시스템) • Data Analysis & Decision Making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론)

Integration  • 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전공심화 
과목군 (21학점)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Strategic Marketing Mgt. Media & Entertainment Mgt.

• 협상과전력적의사결정

• 리더쉽과 조직관리

• 벤처경영과 사업성 분석

• 글로벌경영

• Strategic HRM

• 혁신경영전략

• 경영사례연구

• 임금관리

• e-BUSINESS

• SCM과 오퍼레이션혁신

• 스마트경영

• 빅데이터분석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마케팅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Strategic Brand Management

• 엔터테인먼트경영

•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Accounting & Finance

• 벤처캐피탈과 PEF

• Doing Business in China

• 기업투자가치분석

• 조세와 금융

• 중국경제의 이해

Toolkit 
과목군 (3학점)

Business Communication (비즈니스 영어)

(야간/주말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특히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등의 전통적인 일반경영분야는 물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등의 전공영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공체계 및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구조     

교과과정은 크게 공통필수 과목군, 전공심화 과목군, 그리고 Toolkit 과목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urriculu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 운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CAU MBA

Student Activities
현장체험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MBA FESTIVAL
원우회가 주관하며 MBA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동문을 포함한 모든 MBA 학

생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MBA 재학생과 동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

다. 60여 기수에 빛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CAU MBA

Independent Study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개설된 계절 학기 과목으로서, 학생 개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현장중심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Study는 국내외 단기연수를 통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실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으로서 학점(1~2학점)으로 인정되며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
외부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특별 강사로 초대하여 해당 기업의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등 실제 사

례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

으나 졸업 전까지 최소 2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우회 

MBA 재학생을 대표하는 원우회는 3학차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MBA FESTIVAL, MBA 

동문회 등의 행사 및 Independent Study 국내외 단기연수를 주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적 네

트워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임병하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에 필수적인 

신성장 엔진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창의적이고 행동 중심

적이며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E-CAU Leader라 명

명하며, E(Ethical)-C(Creative) A(Action-oriented) U(Universal) Leader 들

을 양성하는 것이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입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

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의 교수들은 높은 경륜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의 전통적인 강점과 금융 및 미디어

산업의 집결지인 여의도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살려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과 

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인재개발센터를 통해 입학 시

점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커리

어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과 함께 개

인의 경쟁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한경쟁과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

쟁력 있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오시면 E-CAU Leader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경영전문대학원이 세계적인 대

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21세기 무한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경

영전문대학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an’s Message 

변화가 많은 세상, 
최고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중앙대학교 MBA!

CAU MBA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의 전공영역

선택배경 경쟁력

Management & 
Organizations

-  인사/조직/전략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경쟁력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  기업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경영분석 능력의 중요성

- 다양한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다채로운 교수진

-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과의 장기간의 공동연구 이력

- 인사실무/조직운영/이노베이션/협상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수역량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현대 산업환경에서 생존의 필수요건으로서의 ICT 역량

-  경쟁력의 핵심인 Operations Management의 중요성 증대

- OM과 ICT의 결합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교수진의 풍부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사례분석 역량

- 데이터 수집부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까지의 분석능력 

Strategic 
Marketing Mgt.

-  실무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모바일, SNS, 위치기반 광고 등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효율적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기법 수립 필요

- 국내 최대 규모의 교수진 

-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심리학과 및 

   광고홍보학과와의 collaboration 

Accounting & 
Finance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국제적 경쟁력  

- 콘텐츠의 가치 상승 

- 중앙대의 전통적 강점과 인맥

-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경영전문가 프로그램(EMP) 개설 등   

   축적된 교육경험 

Media & 
Entertainment 
Mgt. 

- 금융산업의 선진화 필요성

-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 교수진의 풍부한 현장참여 경험

-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교육경험

- 금융허브 여의도와 가까운 거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 

CAU Leader MBA
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 E-CAU Leader를 양성합니다

Program Outline

CAU MBA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Ethical
Creative
Action-oriented
Universal
Leadership중앙대학교 MBA

E-CAU Leader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야간/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전공소양을 보유하는 일반 경영 

분야 -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 와 더불어 세 개의 특성화 분야 -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 에서 각각 심화된 전공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MBA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일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개설과목 중 30%의 과목) 학생들은 MBA 학위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본인 선택에 의해 세부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전체 이수학점은 45학점 

으로서 경영학 관련 공통 필수 21학점과 전공심화과정 21학점(이중 6학점은 계절 학기 맞춤형 현장연구 중심 과목)과 Toolkit 과목 

3학점으로 구성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은 정규학기에 9~12학점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년간 

진행됩니다.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 구조

공통필수 과목군
(21학점)

Managing People  • Organizational  Process (조직행동) 

Managing Money  • Corporate Finance (재무관리)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 Marketing (마케팅)

Managing System  • MIS (정보시스템) • Data Analysis & Decision Making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론)

Integration  • 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전공심화 
과목군 (21학점)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Strategic Marketing Mgt. Media & Entertainment Mgt.

• 협상과전력적의사결정

• 리더쉽과 조직관리

• 벤처경영과 사업성 분석

• 글로벌경영

• Strategic HRM

• 혁신경영전략

• 경영사례연구

• 임금관리

• e-BUSINESS

• SCM과 오퍼레이션혁신

• 스마트경영

• 빅데이터분석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마케팅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Strategic Brand Management

• 엔터테인먼트경영

•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Accounting & Finance

• 벤처캐피탈과 PEF

• Doing Business in China

• 기업투자가치분석

• 조세와 금융

• 중국경제의 이해

Toolkit 
과목군 (3학점)

Business Communication (비즈니스 영어)

(야간/주말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특히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등의 전통적인 일반경영분야는 물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Strategic Marketing Mgt., Accounting & Finance, Media & Entertainment Mgt. 등의 전공영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박찬희

경영전략/국제경영/공공경영
경영학박사
Harvard Univ.

이미라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 of Minnesota

aster of

usiness

dministration

CAU-Leader MBA[Evening & Weekend program]
             /  Chung-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지원자격

가.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규4년제 대학 학사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학사 과정의 출신학과, 전공에 상관없음

라. CAU Leader MBA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마. CAU-FUDAN MBA, CAU-FUDAN Finance MBA : FUDAN Univ. 입학전 TOEFL 550(iBT 90) 혹은 IELTS 6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

     

선발기준

서류심사 100점 및 면접심사 400점의 합산점수 500점 만점으로 선발

원서접수

[mba.cau.ac.kr] 에서 인터넷 접수 

※ 심사기준 및 비중은 전형별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인증서 원본제출
    (http://www.cdgdc.edu.cn 참조) / * 국내 학위인증 대행업체: 서울공자아카데미 학력 학위인증센터(http://www.cis.or.kr)
※ 그 외 국가는 다음의 방법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   계

배   점 100점 400점 500점

CAU MBA

Admission Overview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실무

경력, 문제분석 및 해결능력, 창의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ba.cau.ac.kr 참조)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강의 제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교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경영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Faculty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고의 교수진입니다

MBA

회
계

마
케
팅

인
사
●

조
직

최인혁

마케팅
경영학박사
Columbia Univ.

서현석

마케팅
사회공학박사 
Wisconsin - Madison

이지은

마케팅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남인우

마케팅
경영학박사
Iowa Univ.

이진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C Berkeley 

안대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일한

마케팅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한승희

소비자 행동
경영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

김현철

마케팅
이학박사
Oklahoma State Univ.

권혁인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6

김성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New York Univ.

김영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Minnesota

김진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Louisiana State Univ.

김태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류승완

경영과학
공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세권

경영과학
공학박사
Texas A&M Univ.

이시영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위정현

경제학
경제학박사
The Univ. of Tokyo

황금주

마케팅
경영학박사
Imperial College

정헌배

마케팅,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조유현

소비자경제학
경영학박사
Cornell Univ.

강성민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신동천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박해철

경영통계/경영과학/운영관리
경영학박사
Yale Univ.

안병석

경영과학
경영학박사
KAIST

최명길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홍일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병하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Iowa Univ.

박유진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Arizona State Univ.

서용원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김진백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U. C. Berkeley

차훈상

MIS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성준

경영전략/엔터테인먼트경영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용근

무역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김규형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남석

경영전략
경영학박사
Oxford Univ.

최제미

Business Communication
 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Galas

Public Speech & Debate
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허석균

금융, 거시, 재정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박창균

경제학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여은정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허연

위험관리
경영학박사
Temple Univ.

황선웅

재무관리
재무학박사
New York Univ.

정준영

Behavioral Finance 
경영학박사
Washington State Univ.

이관영

재무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연우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Queen’s Univ.

강선민

회계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송수영

재무관리/계약이론
경영학박사
Indiana Univ.

오규택

투자론/선물옵션시장론/
벤처투자론
경제학박사, Yale Univ.

신인석

금융경제학
경제학박사
Stanford Univ.

유시용

Financial Engineering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정연앙

인사관리/임금관리/노사관계론
경영학박사
Iowa Univ.

전병준

경영조직론/조직행동론
경영학박사
Univ. of Oregon

한주희

인사관리
경영학박사
Univ. of Exeter

채연주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효선

Organization studies
경영학박사
M.I.T

차운아

조직행동
심리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종건

조직행동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동순

국제재무관리/외환론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황인태

회계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홍철규

원가회계/관리회계
회계학박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최국현

재무회계/자본시장회계/
회계감사, 회계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정도진

회계학
회계학박사
Univ. Kenturky

조태현

회계학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양대천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Partners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세계의 다양한 해외명문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과도 공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ewcaumba @mba_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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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두산 부사장) ●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제게 중앙대 MBA는 경영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갖기 원하거나, 향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중앙대 MB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노수 (롯데제과, 이사) ●  직장인으로서 중앙대 MBA에 입학하여 새로운 Refresh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의 커리큘럼은 회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MBA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바쁜 회사 업무 중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지

만, 투자한다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박진실(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경쟁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즘 저는 중앙대 MBA에서 금융, 회계 및 경영에 대하여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에 중앙대 MBA를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민기 (한국 로슈) ●  MBA 졸업 시점에 근무하던 국내 제약사를 떠나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상승

하였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더 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중앙대 MBA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도 제 커리어 개

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만난 다양한 원우들도 제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박지영(밸리댄스학원 대표) ●  예술계 학과를 졸업하고 퓨전밸리댄스 학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공연을 하던 제가 중앙대 MBA에 다

닌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배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에 대한 지식은 제가 종사하는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의 교수 임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를 통해 공연산업 거장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대학 Partners

산학협력기업 및 기관

두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채권연구원 KOTRA

매일경제 TV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eidrick & Struggles YBM어학원 (주)이얼싼중국문화원 

Interview with Alumni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 (02)820-5037~8  F. (02)817-4891   http://mba.cau.ac.kr

인도 EMPI Business School Levin Institue Lingnan University Yokohama National UniversityFudan University
New Delhi

UDE U-MASS BOSTON

서류심사 비  고

1. 입학원서【mba.cau.ac.kr】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 / 학업계획 / 지원동기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3.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편입생의 경우 전ㆍ후 성적표 모두 제출해야함.
    * 입학원서 성적입력 시에는 편입이후 성적만을 산출하여 입력

5.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회사(기관) 등록금 지원 확인서 

8. 학위조회동의서 – 해외대학졸업자에 한함.

9.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1부.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제출 필

10. 은행잔고증명서 (USD 22,000이상)

필수제출서류

어학성적보유자에 한함

경력보유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외대학 졸업자에 한함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CAU 

임창우

회계학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나영

회계학
경영학박사
Rutgers Univ.

장지인

재무회계/중급회계
회계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재환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전영순

재무회계/고급회계
경영학박사
Univ. of Georgia

김창수

회계학
회계학박사
Florida Int. Univ.

재
무
금
융

경영
전략

●

국제
경영

●

무역

경
영
과
학
●

경
영
정
보



박찬희

경영전략/국제경영/공공경영
경영학박사
Harvard Univ.

이미라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 of Minnesota

aster of

usiness

dministration

CAU-Leader MBA[Evening & Weekend program]
             /  Chung-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지원자격

가.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규4년제 대학 학사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학사 과정의 출신학과, 전공에 상관없음

라. CAU Leader MBA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마. CAU-FUDAN MBA, CAU-FUDAN Finance MBA : FUDAN Univ. 입학전 TOEFL 550(iBT 90) 혹은 IELTS 6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

     

선발기준

서류심사 100점 및 면접심사 400점의 합산점수 500점 만점으로 선발

원서접수

[mba.cau.ac.kr] 에서 인터넷 접수 

※ 심사기준 및 비중은 전형별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인증서 원본제출
    (http://www.cdgdc.edu.cn 참조) / * 국내 학위인증 대행업체: 서울공자아카데미 학력 학위인증센터(http://www.cis.or.kr)
※ 그 외 국가는 다음의 방법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   계

배   점 100점 400점 500점

CAU MBA

Admission Overview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실무

경력, 문제분석 및 해결능력, 창의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ba.cau.ac.kr 참조)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강의 제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교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경영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Faculty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고의 교수진입니다

MBA

회
계

마
케
팅

인
사
●

조
직

최인혁

마케팅
경영학박사
Columbia Univ.

서현석

마케팅
사회공학박사 
Wisconsin - Madison

이지은

마케팅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남인우

마케팅
경영학박사
Iowa Univ.

이진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C Berkeley 

안대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일한

마케팅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한승희

소비자 행동
경영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

김현철

마케팅
이학박사
Oklahoma State Univ.

권혁인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6

김성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New York Univ.

김영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Minnesota

김진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Louisiana State Univ.

김태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류승완

경영과학
공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세권

경영과학
공학박사
Texas A&M Univ.

이시영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위정현

경제학
경제학박사
The Univ. of Tokyo

황금주

마케팅
경영학박사
Imperial College

정헌배

마케팅,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조유현

소비자경제학
경영학박사
Cornell Univ.

강성민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신동천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박해철

경영통계/경영과학/운영관리
경영학박사
Yale Univ.

안병석

경영과학
경영학박사
KAIST

최명길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홍일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병하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Iowa Univ.

박유진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Arizona State Univ.

서용원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김진백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U. C. Berkeley

차훈상

MIS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성준

경영전략/엔터테인먼트경영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용근

무역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김규형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남석

경영전략
경영학박사
Oxford Univ.

최제미

Business Communication
 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Galas

Public Speech & Debate
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허석균

금융, 거시, 재정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박창균

경제학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여은정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허연

위험관리
경영학박사
Temple Univ.

황선웅

재무관리
재무학박사
New York Univ.

정준영

Behavioral Finance 
경영학박사
Washington State Univ.

이관영

재무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연우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Queen’s Univ.

강선민

회계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송수영

재무관리/계약이론
경영학박사
Indiana Univ.

오규택

투자론/선물옵션시장론/
벤처투자론
경제학박사, Yale Univ.

신인석

금융경제학
경제학박사
Stanford Univ.

유시용

Financial Engineering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정연앙

인사관리/임금관리/노사관계론
경영학박사
Iowa Univ.

전병준

경영조직론/조직행동론
경영학박사
Univ. of Oregon

한주희

인사관리
경영학박사
Univ. of Exeter

채연주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효선

Organization studies
경영학박사
M.I.T

차운아

조직행동
심리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종건

조직행동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동순

국제재무관리/외환론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황인태

회계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홍철규

원가회계/관리회계
회계학박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최국현

재무회계/자본시장회계/
회계감사, 회계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정도진

회계학
회계학박사
Univ. Kenturky

조태현

회계학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양대천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Partners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세계의 다양한 해외명문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과도 공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ewcaumba @mba_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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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두산 부사장) ●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제게 중앙대 MBA는 경영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갖기 원하거나, 향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중앙대 MB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노수 (롯데제과, 이사) ●  직장인으로서 중앙대 MBA에 입학하여 새로운 Refresh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의 커리큘럼은 회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MBA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바쁜 회사 업무 중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지

만, 투자한다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박진실(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경쟁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즘 저는 중앙대 MBA에서 금융, 회계 및 경영에 대하여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에 중앙대 MBA를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민기 (한국 로슈) ●  MBA 졸업 시점에 근무하던 국내 제약사를 떠나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상승

하였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더 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중앙대 MBA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도 제 커리어 개

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만난 다양한 원우들도 제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박지영(밸리댄스학원 대표) ●  예술계 학과를 졸업하고 퓨전밸리댄스 학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공연을 하던 제가 중앙대 MBA에 다

닌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배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에 대한 지식은 제가 종사하는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의 교수 임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를 통해 공연산업 거장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대학 Partners

산학협력기업 및 기관

두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채권연구원 KOTRA

매일경제 TV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eidrick & Struggles YBM어학원 (주)이얼싼중국문화원 

Interview with Alumni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 (02)820-5037~8  F. (02)817-4891   http://mba.cau.ac.kr

인도 EMPI Business School Levin Institue Lingnan University Yokohama National UniversityFudan University
New Delhi

UDE U-MASS BOSTON

서류심사 비  고

1. 입학원서【mba.cau.ac.kr】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 / 학업계획 / 지원동기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3.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편입생의 경우 전ㆍ후 성적표 모두 제출해야함.
    * 입학원서 성적입력 시에는 편입이후 성적만을 산출하여 입력

5.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회사(기관) 등록금 지원 확인서 

8. 학위조회동의서 – 해외대학졸업자에 한함.

9.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1부.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제출 필

10. 은행잔고증명서 (USD 22,000이상)

필수제출서류

어학성적보유자에 한함

경력보유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외대학 졸업자에 한함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CAU 

임창우

회계학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나영

회계학
경영학박사
Rutgers Univ.

장지인

재무회계/중급회계
회계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재환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전영순

재무회계/고급회계
경영학박사
Univ. of Georgia

김창수

회계학
회계학박사
Florida Int. Univ.

재
무
금
융

경영
전략

●

국제
경영

●

무역

경
영
과
학
●

경
영
정
보



박찬희

경영전략/국제경영/공공경영
경영학박사
Harvard Univ.

이미라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 of Minnesota

aster of

usiness

dministration

CAU-Leader MBA[Evening & Weekend program]
             /  Chung-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지원자격

가.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규4년제 대학 학사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학사 과정의 출신학과, 전공에 상관없음

라. CAU Leader MBA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마. CAU-FUDAN MBA, CAU-FUDAN Finance MBA : FUDAN Univ. 입학전 TOEFL 550(iBT 90) 혹은 IELTS 6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

     

선발기준

서류심사 100점 및 면접심사 400점의 합산점수 500점 만점으로 선발

원서접수

[mba.cau.ac.kr] 에서 인터넷 접수 

※ 심사기준 및 비중은 전형별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인증서 원본제출
    (http://www.cdgdc.edu.cn 참조) / * 국내 학위인증 대행업체: 서울공자아카데미 학력 학위인증센터(http://www.cis.or.kr)
※ 그 외 국가는 다음의 방법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을 필수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   계

배   점 100점 400점 500점

CAU MBA

Admission Overview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실무

경력, 문제분석 및 해결능력, 창의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ba.cau.ac.kr 참조)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강의 제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교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경영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Faculty
세계적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고의 교수진입니다

MBA

회
계

마
케
팅

인
사
●

조
직

최인혁

마케팅
경영학박사
Columbia Univ.

서현석

마케팅
사회공학박사 
Wisconsin - Madison

이지은

마케팅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남인우

마케팅
경영학박사
Iowa Univ.

이진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C Berkeley 

안대용

마케팅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일한

마케팅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한승희

소비자 행동
경영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

김현철

마케팅
이학박사
Oklahoma State Univ.

권혁인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6

김성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New York Univ.

김영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Minnesota

김진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Louisiana State Univ.

김태하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류승완

경영과학
공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세권

경영과학
공학박사
Texas A&M Univ.

이시영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위정현

경제학
경제학박사
The Univ. of Tokyo

황금주

마케팅
경영학박사
Imperial College

정헌배

마케팅,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ersite de Paris

조유현

소비자경제학
경영학박사
Cornell Univ.

강성민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신동천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박해철

경영통계/경영과학/운영관리
경영학박사
Yale Univ.

안병석

경영과학
경영학박사
KAIST

최명길

경영정보시스템
공학박사
KAIST

홍일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병하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
경영학박사
Iowa Univ.

박유진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Arizona State Univ.

서용원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김진백

경영과학/운영관리
 공학박사
U. C. Berkeley

차훈상

MIS
경영학박사
Univ. of Arizona

임성준

경영전략/엔터테인먼트경영
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이용근

무역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김규형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남석

경영전략
경영학박사
Oxford Univ.

최제미

Business Communication
 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Galas

Public Speech & Debate
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허석균

금융, 거시, 재정
경제학박사
Univ. of Chicago

박창균

경제학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여은정

경제학
경제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허연

위험관리
경영학박사
Temple Univ.

황선웅

재무관리
재무학박사
New York Univ.

정준영

Behavioral Finance 
경영학박사
Washington State Univ.

이관영

재무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연우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Queen’s Univ.

강선민

회계학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송수영

재무관리/계약이론
경영학박사
Indiana Univ.

오규택

투자론/선물옵션시장론/
벤처투자론
경제학박사, Yale Univ.

신인석

금융경제학
경제학박사
Stanford Univ.

유시용

Financial Engineering
경제학박사
Cornell Univ.

정연앙

인사관리/임금관리/노사관계론
경영학박사
Iowa Univ.

전병준

경영조직론/조직행동론
경영학박사
Univ. of Oregon

한주희

인사관리
경영학박사
Univ. of Exeter

채연주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효선

Organization studies
경영학박사
M.I.T

차운아

조직행동
심리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이종건

조직행동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김동순

국제재무관리/외환론
경영학박사 
Univ. Michigan, Ann Arbor

황인태

회계학
경영학박사
SUNY at Buffalo

홍철규

원가회계/관리회계
회계학박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최국현

재무회계/자본시장회계/
회계감사, 회계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정도진

회계학
회계학박사
Univ. Kenturky

조태현

회계학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양대천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Partners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세계의 다양한 해외명문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과도 공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ewcaumba @mba_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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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두산 부사장) ●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제게 중앙대 MBA는 경영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갖기 원하거나, 향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중앙대 MB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노수 (롯데제과, 이사) ●  직장인으로서 중앙대 MBA에 입학하여 새로운 Refresh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의 커리큘럼은 회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MBA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바쁜 회사 업무 중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지

만, 투자한다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박진실(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경쟁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즘 저는 중앙대 MBA에서 금융, 회계 및 경영에 대하여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에 중앙대 MBA를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민기 (한국 로슈) ●  MBA 졸업 시점에 근무하던 국내 제약사를 떠나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상승

하였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더 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중앙대 MBA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도 제 커리어 개

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만난 다양한 원우들도 제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박지영(밸리댄스학원 대표) ●  예술계 학과를 졸업하고 퓨전밸리댄스 학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공연을 하던 제가 중앙대 MBA에 다

닌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중앙대 MBA에서 배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에 대한 지식은 제가 종사하는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의 교수 임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istinguished Speaker 

Series를 통해 공연산업 거장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대학 Partners

산학협력기업 및 기관

두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채권연구원 KOTRA

매일경제 TV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eidrick & Struggles YBM어학원 (주)이얼싼중국문화원 

Interview with Alumni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 (02)820-5037~8  F. (02)817-4891   http://mba.cau.ac.kr

인도 EMPI Business School Levin Institue Lingnan University Yokohama National UniversityFudan University
New Delhi

UDE U-MASS BOSTON

서류심사 비  고

1. 입학원서【mba.cau.ac.kr】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 / 학업계획 / 지원동기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3.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편입생의 경우 전ㆍ후 성적표 모두 제출해야함.
    * 입학원서 성적입력 시에는 편입이후 성적만을 산출하여 입력

5.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회사(기관) 등록금 지원 확인서 

8. 학위조회동의서 – 해외대학졸업자에 한함.

9.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1부.  *중국인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제출 필

10. 은행잔고증명서 (USD 22,000이상)

필수제출서류

어학성적보유자에 한함

경력보유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외대학 졸업자에 한함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CAU 

임창우

회계학
경영학박사
Purdue Univ.

나영

회계학
경영학박사
Rutgers Univ.

장지인

재무회계/중급회계
회계학박사
SUNY at Buffalo

박재환

회계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전영순

재무회계/고급회계
경영학박사
Univ. of Georgia

김창수

회계학
회계학박사
Florida Int. Univ.

재
무
금
융

경영
전략

●

국제
경영

●

무역

경
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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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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