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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2011.12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BPPE 인가

DEAC : 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uncil 

(온라인 대학 인가 위원회) 

2016.06 미 교육부 인증 기관 DEAC Accreditation 취득

미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됨

CHEA :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2016.06 미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 학력인가기관



Message from the Provost

H. Clarissa Chaiy, Ph.D

Provost

As CALIMT continues to strives for excellence in education, it is my privilege to provide 

leadership in planning,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academics and strategic vision at 

CALIMT.

CALIMT is a learning-centered institute dedicated to connecting a diverse network of students 

around the world. We provide a unique business administration curriculum that is geared 

towards preparing our students for the global corporate environment today. Through our 

innovative proprietary learning platform that enables students to interact worldwide, we 

facilitate superior learning experience regardless of geographical location.

The goal of CALIMT's academic program is to advance the intellectual and personal growth 

of our students through a wide spectrum of learning opportunities. To pursue this goal, paired 

with our national accreditation, we have added diverse new programs that cater to students 

seeking professional education for variety of career paths. We also offer blended learning 

modes in select programs, where students can choose the flexibility of learning in the 

classroom or on their own through our online platform.

As the provost, I cannot be more excited for CALIMT as we continue to grow and innovate 

ways we bring value to our students. Given our strong knowledge base in global business, the 

breadth and quality of our academic courses, and the dedication of our superior faculty, we 

hope to transform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 worldwide.



CAL IMT는 시간‧지역적 제약이 없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설립된 경영대학원입니다.

CAL IMT는 기업의 Proactive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하여,

1) 글로벌 경영 역량과 Insight를 지니고

2) 전세계의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를 포용할 수 있고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인 BPPE1) 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미국 교육부 인증 기관인 DEAC2)로부터 Accreditation을 취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 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mmission

Location

CAL IMT는 California Irvine에 위치해 있습니다.
Address: 2361 Campus Drive, Suite 180, Irvine, CA 
92612, USA



Scholarship 지원

합리적인 교육 비용

Global Network 

모바일 학습지원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방식

Program Features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미국의 MBA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Scholarship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영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Simulation Game과

교육생 및 교수진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

흥미롭고 Interactive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Mobile Learning System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타 학교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MBA 취득

$

♬



회계, 재무, 마케팅, 전략 등 경영 기초를 충분히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 학습을 통해 이론을
현업에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위해 이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 1.5년~2년
 졸업 요건: 36학점 이수(필수 과목: 25.5학점, 선택과목: 10.5학점)

학점 평점 3.0(B학점) 이상

MBA Program

Curriculum 콘텐츠 특징

 Financial Accounting (3)

 Corporate Finance (3)

 Leadership in Business (3)

 Business Ethics & CSR (3)

 Marketing Management (3)

 Operations Management (3)

필수

 HR Management(3)

 Sales Force Management(3)

 Investment(3)

 Project Management(3)

 Strategic Business Plan(3)

 Strategic Simulation

 Big Data Analytics (coming in 2020)

 Platform Business Strategy (coming in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in Business (coming in 2020)

선택
(택1)

 Global Business Strategies (3)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3)

 Negotiations across Cultures (1.5)

필수

 Doing Business in America (1.5)

 Doing Business in Mexico (1.5)

 Doing Business in Brazil (1.5)

 Doing Business in Korea (1.5)

 Doing Business in India (1.5)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1.5)

선택
(택3)

I. Business Fundamentals & Business Ethics

(18 학점)

II. Global Business (9 학점)

III. Elective Courses (9 학점)

글로벌 이슈와 최신 사례를

다루는 실무 중심의 콘텐츠

국가별 비즈니스 문화와 관행을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Digital 핵심기술 이해를 통한

Digitalization 역량 강화

미래 리더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습 내용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Activity 구성

기업 경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Dynamic한 Simulation 교육



Faculty

 CHAIY, Seoil, D.B.A.

- Professor of Busines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DBA, Kelley School of Busine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AXELROD, Linda Geller, J.D.

- Professor of Business Law, 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Denver, Colorado 
- J.D., Hamline University School of Law, St. Paul, Minnesota

 CHAIY, Clarissa Ph.D.

- Provost, 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
- Ph.D. in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DEMONER, Gustavo, Ph.D.

- Professor, Loyola Marymount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LA, California
- Ph.D. in International Management, Shidler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Hawaii 

 STORTI, Craig, B.A.

- Director,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Westminster, Maryland
- Faculty, McDonough School of Business,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 Bachelor of Art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WILSON, Philip, Ph.D.

- Professor of Marketing, Dillard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Midwestern State
University, Wichita Falls, Texas

- Ph.D.in Marketing,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Texas

Subject Matter Expert(SME)



Learning Process & Course Plan

Learning Process 

Course Plan

※ 학기/세션별 취득과정수 및 휴학/졸업시기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도/학기 Session (월) 과정
학점

취득 누적

’19 Summer B (7월) Marketing Management 3 3

’19 Fall
A (9월)

B (11월)

Leadership &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3

3

6

9

’20 Spring
A (1월)

B (3월)

Operations Management(3)

Corporate Finance

3

3

12

15

’20 Summer
A (5월)

B (7월)

Business Ethics & CSR

Break (Leave Of Absence)

3 18

’20 Fall

A (9월)

B (11월)

Project Management (Elective I)

Negotiations across Cultures

One of ‘Doing Business with’ Series

3

1.5

1.5

21

24

’21 Spring
A (1월)

B (3월)

Global Business Strategies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3

3

27

30

’22 Summer
A (5월)

B (7월)

Platform Business Strategy (Elective II)

Strategic Simulation

3

3

33

36



Tuition & Admission Process

Tuition

기준 비용

학비 (Tuition) $12,600

수수료 (Fee)

$300

- Application Fee $100

- Registration Fee $100

- Graduation Fee $100

합계 $12,900

Benefits for Korean

 CALIMT MBA 입학시 자격을 갖춘 한국 학생에게

장학금(Digital Scholarship) 지급

 한국에서 미국의 정식 MBA 학위 취득

 100% 온라인 학습으로 일과 학습 병행 가능

 온라인 컨텐츠 내용에 대한 한국어 스크립트 제공

구분 절차 내용

1 문의 / 상담 프로그램/입학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

2 지원서 작성

www.calimt.edu 에서 ‘Apply Now’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및 지원서 작성

- 회원가입시 Special Code에 ‘MKIMT’ 입력

- CALIMT 한국/학교 담당자와 상담 후 email 제출 가능

- 자기소개서 등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 제출

3 지원비 납부 www.calimt.edu 로그인 > Application Fee ($100) 납부

4 우편서류발송 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우편발송

5 영어능력증명
영어능력증명 필요여부에 따라 학교와 논의하며 진행

- 공인 영어성적증명서(TOEFL or TOEIC) 발송 또는 Accuplacer ESL Test 응시

6 입학허가
학교에서 입학허가 통지 수령(email)

- 모든 서류 완료 전에는 ‘조건부 입학’ 가능

7 등록확인 Enrollment Agreement 제출(온라인) 및 Fee($100) 납부

8 학습 플래닝 학교 Academic Department와 Course Schedule 설정

Admission Process 

http://www.calimt.edu/
http://www.calimt.edu/


Get Admitted on Online MBA Program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지원 자격

구비 서류

서류 구분 방법
기한

(학습시작일 기준)

Application Form (입학지원서) 웹사이트에 작성 또는 담당자 통화 후 이메일 15일 전

Personal Statement (자기소개서) 상동 10일 전

Resume (이력서) 상동 10일 전

Reference (추천서) 상동 10일 전

Photo ID copy (정부발행 신분증 복사본) 상동 10일 전

Official Transcript (졸업증명/성적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 10일 전

영어성적증명 담당자 통화 후 이메일 제출 15일 후

문의 사항

* 입학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calimt.edu)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방법

전화/email

CALIMT 한국 담당자

송하나 책임

Tel) 02-553-4198 (대표번호)

Email) hana.song@calimt.edu

CALIMT 미국 담당자 (한국어 문의가능)

Jack Lee

Tel) 070-4904-8184

Email) jack.lee@calimt.edu

웹사이트 CALIMT Homepage https://www.calimt.edu

http://www.calimt.com/
mailto:jack.lee@calimt.edu
https://www.calimt.edu/


A world of new

perspectives

현재 CAL IMT 교육생은 15개국에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의 교육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What the students think about CAL IMT 
Program…”

“The online learning system is 

a good tool because we can 

increase our knowledge  

without irrupting our routine 

work.”

- Dinesh from India



Main Campus: 2361 Campus Drive, Suite 180, Irvine, CA 92612, USA  TEL: +1-949-872-2224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48 (삼성동, 유라테크빌딩) 7층, 06092 TEL: +82-2-549-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