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IIT MBA/M.S. 복수학위 과정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학위와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스튜어트 경영대학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s Stuart School of Business)
Master of Science (M.S.) 학위를 동시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

연세GMBA과정에서 미래CEO 교육을 받고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M.S. 과정에서 비지니스 특화분야 훈련 (마케팅 애널리틱스 /
재무 / 환경경영/지속가능경영) 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2년간 54학점을 취득하면 MBA 학위와 M.S. 학위가 주어집니다.

●

THE/Wall Street Journal 글로벌 MBA 순위에서 글로벌 MBA 52위에 선정된 연세 GMBA과정과 Forbes 선정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Top 25에 선정된 IIT가 협력하여 최고의 경영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원방법
지원옵션 1: 연세 GMBA 지원 시 IIT M.S. 동시 지원
지원옵션 2: 연세 GMBA 혹은 IIT MS과정 1학기 수료 후 지원(GPA 3.0/4.0 이상)

2022-2023 학년도 지원서 가이드라인
입학 전형을 위한 자격
| 지원옵션1 |

| 지원옵션2 |

1. 학사 학위 (2021년 6월 취득 예정도 가능)

1. GPA 3.0 이상 (4.0 기준)

2. 지원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인 영어 성적표:

2. IIT M.S. 세부전공별 선수과목 수강(학부 혹은 대학원)

TOEFL IBT 85 (PBT 600) / ILETS 7.0 / TOEIC 800점 이상 *

• MBA-M.S. in Marketing Analytics: 통계학, R 프로그래밍 언어

* 영어로 진행된 4년의 학사 과정을 이수 시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면제

• MBA-M.S. in Finance: 미적분학, 선형대수, 통계학

3. 최소 2년간의 연관 분야 경력 증명 (우대사항)
4. GMAT / GRE 성적표 (우대사항)

• MBA-M.S. in Env. Management & Sustainability: 통계학
* 선수과목 미수강시 IIT가 제공하는 예비과정 수강 가능

지원 서류
1. 영어성적 증명서 (옵션1의 경우: 옵션 2는 해당 없음)

5. 학업계획서

2. 학사 과정 공식 영문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6. 추천서 2부

3. 연세 GMBA 혹은 IIT M.S. 1학기 성적증명서 (옵션 2의 경우: 옵션 1은 해당 없음)

7.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4. 이력서

지원 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입학사정위원회 면접

입시일정
옵션1: 각 대학 입시 일정에 따라 지원

1월 중순 – 4월

연세 경영전문대학원, IIT 스튜어트 경영대학원으로 지원서 제출
- 연세: https://applymba.yonsei.ac.kr/gmba.asp
- IIT 스튜어트: https://www.iit.edu/admissions-aid/graduate-admission/international-students

2월 – 4월

수시 면접 (대면 혹은 화상회의)

5월 – 6월

공식 입학 허가서 발송

8월 – 9월

8월: 연세 GMBA 등록 시, 9월: IIT 스튜어트 등록 시

옵션2: 각 학교에서 1학기 수료 후 지원 (지원일정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