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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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TOEIC)

-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의 공인영어성적, 영어 학부 졸업생 면제
- 최저 기준: TOEIC 800, TOEFL iBT 91, IELTS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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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연세 Global MBA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을 진행함

모집 단계

Early Admission
(1차 전형)

Regular Admission
(2차 전형)

1단계: 입학원서 접수
2단계 : 서류 제출

2021년 1월 13일
~ 2월 26일 17:00

2021년 3월 8일
~ 4월 30일 17:00

3단계 : 전형료 납부
4단계 : 면접대상자 발표
5단계 : 면접전형
6단계 : 최종합격자 발표
7단계 : 신입생 등록
(첫학기 등록금 납부)

8단계 : 프로그램 시작

3월 15일

5월 13일

3월 24~26일

5월 20~22일

4월 13일

6월 3일

2021년 7월 중순

2021년 7월 중순

2021년 8월 말

2021년 8월 말

비고
●

온라인 원서 작성
https://mba.yonsei.ac.kr/

●

원서 출력본 및 각종 입학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온라인 원서 작성 완료시 우리은행 입금계좌번호 부여
- 전형료 : 120,000원

●

서류전형 통과시 면접대상자로 선발되며,
결과는 이메일 개별 통보

●

국내거주 지원자의 경우 대면 면접 진행

●

해외거주 지원자의 경우 Skype 면접 진행

●

최종합격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오리엔테이션 : 2021년 8월 말

●

개 강 : 202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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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추천서 2부 (양식: https://mba.yonsei.ac.kr/)

2. 전형료 납부 영수증 (KRW 120,000 or USD 100)

- 추천서는 봉인되어야 함

3. 학부성적표 (영문 또는 국문)

- 이메일 이용시 추천인(기관/학교 이메일 주소 사용)이 직접
gmba.admissions.ysb@yonsei.ac.kr 로 발송

4. 졸업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
5. 영어성적표 (TOEFL, IELTS 또는 TOEIC):
- TOEFL기관코드: C461
6. 에세이 1부 (양식: https://mba.yonsei.ac.kr/)

8. (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십 포함)
9. (국제학생) 여권 사본
10. (해당자) GMAT 또는 GRE 성적표 :
-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만 5년 이내의 GMAT 또는 GRE성적
- GMAT 기관 코드: 1637 / GRE 기관 코드: 6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