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된 21세기형 경영인 E-CAU Leader를 양성합니다
Leader MBA / Global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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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U Leader MBA
교육목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경영전문인력 양성
 HR/Organization/Strategy,MS/MIS 등의 전통적인 일반경영분야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Entertainment Management, Financial Information & Asset management 등의 전공영역을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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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utline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 진행, 주중/주말 구분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개설되는 과목 수강신청
 주중 수업 또는 토요일 수업만으로 졸업 가능
 세부 전공 분야를 통해 심화된 전공소양 배양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의 전공영역
세부 영역

선택배경

경쟁력

HR/Organization/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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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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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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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Information
& Asse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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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
Entertainment
Management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 한국 문화 코넨츠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국제적 경쟁력
• 콘텐츠의 가치 상승

• 중앙대의 전통적 강점과 인맥
•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경영전문가 프로그램(EMP) 개설 등
축적된 교육경험

Market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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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 운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공체계 및 이수학점
CAU Leader MBA 프로그램은 MBA 학위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을 약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수하고, 이후 본인 선택에 의해 세부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배양
 졸업 학점 :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15학점 이상)
 학차별 학점 이수 기본 구조(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
학차

1차

2차

3.차

4차

계절(선택)

학기당 이수학점

12

12

12

9

2

누적 이수학점

12

24

36

45

총 3회까지 이수 가능

교과과정의 구조
교과과정은 크게 공통필수 과목군, 전공심화 과목군, 계절학기 선택과목군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CAU Leader MBA과정의 교과과정 구조

공통필수
과목군
(총 7 과목
중 5 과목
이상 이수)

Managing
People

조직행동과 인간행동

Managing
Money

재무관리,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마케팅

Managing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분석 및 의사결정론

Integration

경영전략

Financial Information
& Asset Management
(Accounting & Finance)

인사/조직/전략
(Management
& Organizations)

전공심화
과목군
(26 과목)

＊전공심화 과목군별 2과목 이상 이수시 학위증에 세부전공명칭이 표기됨
＊커리큘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S/MI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gt.)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c Marketing Mgt.)

Media
& Entertainment Mgt.

기업투자가치분석, 보험 사례 및 실무, 벤처캐피탈과 PEF,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적 관리회계,
중국시장과 경영, 중국경제의 이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글로벌경영, 경영사례연구
혁신경영전략, 벤처경영과 사업성 분석, 협상과 전략적 의사결정
임금관리, 리더쉽과 조직관리

SCM과 오퍼레이션혁신, 빅데이터와 경영, E-비지니스
스마트경영, IT 비즈니스 창업(IT벤처 창업)

전략적 브랜드관리,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조사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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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 800여명 포함 총 3천여명의 동문들이 현재 국내외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재학 중 현장체험 및 동문
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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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규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으나 졸업 전까지 최소 2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우회 & 클럽활동
MBA 재학생을 대표하는 원우회는 3학차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MBA FESTIVAL, MBA 동문회 등의 행사 및 Independent
Study 국내외 단기연수를 주관합니다. 또한 CAU 골프회 등 다양한 클럽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인적 네트워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MBA FESTIVAL
원우회가 주관하며 MBA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동문을 포함한 모든 MBA 학생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MBA 재학생과 동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60여 기수에 빛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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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 Advantage
학점인정/교환제도
 MOU 등 중앙대가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환제 실시 : 최대 9학점까지 인정
 Global MBA와 Leader MBA간 학점 최대 12학점까지 교차 수강 가능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MBA 전공필수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1과목 면제 가능

실무 경영사례분석
 전·현직 외국계기업 CEO 초빙 강의
 옴니버스 형태의 매주 다른 경영사례 분석 강의 진행 [경영사례연구]

인턴십
 인턴십 4주이상 근무 시 3학점 부여, 중앙대 출신자 입학장학금 지급
 인턴멘토제 운영 : Global MBA 학생에게 인턴기업을 소개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지도를 통해 학점 인정

졸업생 평생 청강제도
 졸업한 후에도 현업에서 필요한 과목이 있을 경우 평생동안 청강을 허용하여 재교육 기회 부여

장학혜택 부여
 입학성적 상위 50% 장학혜택 부여
 재학생 성적 상위 20%에게 장학혜택 부여, 봉사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 부여

국제금융 자격증 취득 지원
 국제금용자격증(CFA, CFP, FRM) 준비 인터넷 강의 수강시 수강료 지원

중앙대 가족 혜택
 졸업 후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가입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할인

입학안내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100% 한국어 수업
 직장 실무경력자 우대
선발기준 : 서류심사 200점 + 면접심사 300점
원서접수 기간 : 전반기 5월 ~ 7월, 후반기 10월 ~ 12월
원서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졸업자격 : 총 45학점 이수시 “경영전문석사”학위 수여
문의처 : mba.cau.ac.kr 또는 02-820-5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