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연세 Global MBA 모집요강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국내법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공인영어성적 제출자 (인정가능 시험: TOEFL, IELTS, TOEIC, TEPS, PTE)
-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의 공인영어성적, 영어 학부 졸업생 면제, 최소 점수 요건 없음
* 우대사항 (필수 아님): 만 2년 이상의 직장 경력 / GMAT 또는 GRE 점수 (고득점자 우대)

전형절차
●

1차 전형: 서류전형

●

2차 전형: 면접전형 - 서류전형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면접심사 영어로 진행

모집일정
- 2017학년도 연세 Global MBA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을 진행함
Early Admission

Regular Admission

(1차 전형)

(2차 전형)

1단계: 입학원서 접수

2017년 1월 16일
~ 2월 28일 17:00

2017년 3월 6일
~ 4월 18일 17:00

●

 라인 원서 작성
온
https://mba.yonsei.ac.kr/

2단계 : 서류 제출

2017년 1월 16일
~ 2월 28일 17:00

2017년 3월 6일
~ 4월 18일 17:00

●

 서 출력본 및 각종 입학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원
(우편 접수의 경우 2016년 4월 18일자 소인까지 유효)

3단계 : 전형료 납부

2017년 1월 16일
~ 2월 28일

2017년 3월 6일
~ 4월 18일

●

 리은행 : 126-000082-18-691
우
- 예금주 : 연세대학교
- 전형료 : 120,000원

3월 중순

4월 말

●

 류전형을 통과한 경우 면접대상자로 선발되며,
서
결과는 개별 통보

5단계 : 면접전형

3월 말

4월 말

●
●

 내거주 지원자의 경우 대면 면접 진행
국
해외거주 지원자의 경우 Skype 면접 진행

6단계 : 최종합격자 발표

3월 말

5월 중순

●

최종합격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2017년 7월 말

2017년 7월 말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2017년 8월 말

2017년 8월 말

●

 리엔테이션 : 2017년 8월 말
오
개 강 : 2017년 9월 1일

모집 단계

4단계 : 면접대상자 발표

7단계 : 신입생 등록
(1학기 등록금 납부)

8단계 : 프로그램 시작

비고

●

제출서류
1.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 (https://mba.yonsei.ac.kr/)

8. (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십 포함)

2. 전형료 납부 영수증 (KRW 120,000 or USD 100)
3. 학부성적표 (영문 또는 국문)

9. (해외대학 졸업자) Information Form for Education Record
Verification (양식: https://mba.yonsei.ac.kr/)

4. 졸업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

10. (국제학생) 여권 사본

5. 영어성적표 (TOEFL, IELTS, TOEIC, TEPS, PTE):
TOEFL기관코드: 9893

11. (해당자) GMAT 또는 GRE 성적표 :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만 5년 이내의 GMAT 또는 GRE성적
(GMAT 기관 코드: 1637 / GRE 기관 코드: 6236)

6. 에세이 1부 (양식: https://mba.yonsei.ac.kr/)
7. 추천서 2부 (양식: https://mba.yonsei.ac.kr/)
- 추천서는 봉인되어야 함
- 이메일 이용시 추천인이 직접 gmba@yonsei.ac.kr 로 발송

※ 자세한 내용은 https://mba.yonsei.ac.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YONSEI GLOBAL MBA
2017 APPLICATION GUIDELINES
Admission Requirements
Applicants are required to possess

The following elements are not mandatory
requirements, but highly recommended

1. A bachelor’s degree
2. A good TOEFL, IELTS, TOEIC, TEPS, PTE test results

1. Minimum two years of work experience
2. High GMAT or GRE score

- Taken within two years from the application due
- No minimum score requirement
-A
 pplicants whose undergraduate degree is in
English can be exempt from submitting English Test scores.

Admission Process
●

Round 1. Application Document Assessment

●

Round 2. Interview with Admissions Committee

Admissions Timeline
- The admission timetable is as follows for each of the two rounds
Application Steps

Schedule

What to do

Step 1. Online Application

●

Complete the online application form

Step 2. Application
Documents Submission

●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via air mail or in-person

●

Bank Name: Woori Bank, Yonsei Branch1
- Beneficiary: Yonsei University
- Bank Address: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Swift Code: HVBKKRSE
- Account Number: 126-000082-18-691
- Application Fee: USD 100 or KRW 120,000(non-refundable)
* NOTE: The Applicant (sender) is responsible for any bank service charges.

Step 3. Application
Fee Payment
(Wire transfer only)

Step 4. Interview Notification

●

Interview is offered by invitation (notified via email).

●
●

 ace-to-face interview for applicants residing in Korea.
F
Skype interview for applicants residing outside of Korea

Step 6. Admission Results
Notification

●

Admission result will be notified via email.

Step 7. Registration
(Tuition Payment)

●

To be announced to the accepted applicants

●

 rientation: held in the last week of August
O
Class begins: September 1st

Step 5. Interview

Step 8. Global MBA
program begins

●

Early Admission

Regular Admission

Jan 16 to Feb 28

Mar 6 to Apr 18

Jan 16 to Feb 28, 5pm

Mar 6 to Apr 18, 5pm

Jan 16 to Feb 28, 2017

Mar 6 to Apr 18, 2017

Notified by mid-March

Notified by late April

Late March

Late April

End of March

Mid-May

End of July, 2017

End of July, 2017

Application Documents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by the deadline as shown in the admissions timeline.
- If original copy submission is unavailable, please submit a notarized “true copy” of the document.
- Any certificates or documents that are not in Korean or English should be accompanied by an officially certified translation.
1. A
 completed and printed online application form (https://mba.yonsei.ac.kr/)
2. Application payment receipt (KRW 120,000 or USD 100)

-A
 pplicant must collect the sealed recommendation letter from each recommender and
submit these originals with the other application documents.
-R
 ecommenders can also send the recommendation letters by email directly to gmba@
yonsei.ac.kr

3. O
 fficial academic transcripts (in Korean or English) from each college/
university attended

8. Documents proving work experience and resume (if applicable)

4. G
 raduation certificates or a photocopy of diploma (in Korean or English)
from each college/university attended

9. Release of Information for Education Record Verification if applicant
graduated from a university not in Korea

5. English proficiency score report
(TOEFL, IELTS, TOEIC, TEPS, PTE / Institution code for TOEFL: 9893)

6. O
 ne (1) copy of the required Essay
(download the form at https://mba.yonsei.ac.kr/)

7. T
 wo (2) copies of two (2) Recommendation Letters
(download the form at https://mba.yonsei.ac.kr/)

(download the form at https://mba.yonsei.ac.kr/)

10. Passport bio page (only for international applicants)
11. GMAT or GRE score report (if applicable)
- Taken within five years from the application due
- Institution code for GMAT: 1637 / GRE: 6236
-G
 MAT official report should be reported online at GMAC website (http://www.gmac.com)

- To be written by two different recommenders

※ Please note that the full version of the admission guidelines is available at https://mba.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