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Advanced
MBA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학 교육을 넘어

기술 및 산업 특화 경영학 교육을 제공하는

산업체 맞춤형 계약학과 (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Advanced MBA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YSB
AMBA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vance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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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디지털 변환 (Digital Transformation),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Covid-19 Pandemic,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은 보다 스마트하고 민첩한 경영활동이 필요해졌습니다.
Advanced MBA는 일반적인 경영학 교육을 넘어 기술 특화 (Technology-based) 및 산업 특화 (Industrybased) 경영학 교육 제공을 통해 글로벌 창의적 리더 (Global Creative Leader)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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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2년

Year

45

ㆍ수업연한: 4학기
ㆍ강의형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ㆍ강의시간: 평일 18:00-22:00 (온라인) / 토요일 9:00-18:00 (오프라인)
※ 산업체 요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최소 50% 이상 출석 수업)

졸업학점 45학점

Credits

GST

ㆍ경영학 전공기초/필수: 19.5학점
ㆍ산업체 요구 교과목: 최대 19.5학점
ㆍ전공선택: 6.0학점
※ Global Study Tour 학점(1회) 포함
※ 경력 학점인정 최대 9학점 가능

ㆍ미주, 유럽, 아시아 해외 우수 대학 연수
(Global Study Tour) 기회 1회 제공

Global Study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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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경영학 기초/필수 교육은 물론 산업체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구성으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산업체 요구

19.5
학점

총

19.5

45 학점

학점

산업체 별 특화 지식을 위한
맞춤형 구성 가능
(1.5학점 최대 13과목)

6.0
학점

전공 기초/필수

전공 선택

경영통계, 기업경제, 기업윤리
재무회계, 재무관리, 조직행동
경영전략, 정보시스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사이언스, 마케팅, ESG
Global Study Tour 등
(1개 분반 : 50~60명)

관리회계
국제계약
고용관리
비즈니스 프로젝트
기타 선택과목

ㆍ매주 수업 진행
ㆍ평일 (온라인) / 토요일 (오프라인) 구성

※ 커리큘럼 및 수업 방식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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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안내

Advanced MBA 과정은 귀 산업체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경영전
문대학원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 위탁교육 협약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산업체
- 최소 50% 이상의 학비 지원이 가능한 산업체
(학생 1인 당 학비 총 4,800만 원 / 학기당 1,200만 원)
- 본교(신촌)와 직선거리 50km 이내 소재 산업체

• 위탁교육 협약 장점

- 산업체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가능
- 산업체 추천 임직원 우선 선발
-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으로 시간 효율화
- 경력 학점으로 대체 가능 (최대 9학점 까지)

산업체

학과 개설 의뢰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학과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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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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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안내
교육 인원

총 60명 내외
(다수의 산업체와 연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각 산업체 최소 인원 제한 없음)

교육 시작

2023년 3월

수업 연한

2년 (4학기)

졸업 학점

45학점 (최대 9학점까지 경력 인정 가능)

졸업 논문

해당 없음

인정 학위

경영학 석사 학위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강의 시간

평일 18:00 – 22:00 (온라인) / 토요일 9:00 – 18:00 (오프라인)
※ 산업체 요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최소 50% 이상 출석 수업)

등록금

4,800만 원 (학기당 1,200만 원)
※ 해외 연수 중 해외 교육 프로그램 및 기업체 방문 비용 학교 부담
※ 항공료 및 숙박료, 기타 체류비 원우 부담

문의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경영관 406호
Tel : 02-2123-5445 Fax : 02-2123-8639
E-mail : amba.ysb@yonsei.ac.kr
Homepage : https://mb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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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Advanced MBA

Advanced MBA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한 최고의 핵심 경영 인재 양성은 물론
산업체의 교육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시공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평일 온라인, 토요일 오프라인)으로
시공간 제약 일부 해소

제약 해소

학비 부담
경감

학업 부담

졸업 이수학점 45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가능

완화

산업체 맞춤형
교육 가능

소수 인원

타 계약학과보다 낮은 등록금(학기당 1,200만원)
산업체 50% 이상 지원

교육의뢰 가능

MBA학위 취득에 필요한 경영학 필수 전공과목과
산업체 요구과목으로 교과 구성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산업체간 1:N 컨소시엄 형태로
소수 핵심인재 교육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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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체
임직원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1:N 컨소시엄 계약, 경영학 전공과목 공동 수강으로
산업체 간 교류 가능

해외 연수
기회 제공
MBA 학위
(경영학 석사)
수여

Global Study Tour 기회 제공
핀란드 Aalto, 영국 Glasgow, 프랑스 ESCP,
스페인 IE, 스위스 Zürich, 미국 UC Irvine,
일본 Doshisa / Hokkaido, 중국 CKGS / Peking 등
해외 명문 대학 Global Study Tour 기회 1회 제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학위과정으로 경영학 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 수여

연세 경영
명성

국내 최고의 교수진, 오랜 역사와 경험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최첨단 시설, 연세 네트워크

YSB
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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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세대학교인가?

Why Yonsei MBA?
세계수준의 Global Standard MBA

ㆍ2008 국제경영인증품질인증(AACSB), 한국경영교육인증(KABEA) 획득
ㆍ2010 국내 최초 미국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 가입
ㆍ2012 유럽경영대학인증(EQUIS) 획득
ㆍ2021 Economist 선정 세계 100대 풀타임 MBA (Global MBA 국내 유일 선정)
ㆍ2022 Financial Times 선정 Executive MBA 순위 국내 1위, 글로벌 29위
ㆍ2023 QS 선정 Global MBA 순위 국내 1위, 글로벌 121-130위권

탁월하고 열정적인 교수진

ㆍ연세MBA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교수진은 Harvard, Columbia, Stanford, MIT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출신이며, 해외 명문대학의 강의 및 현장 실무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에 대한 강력한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세대학교 Networks

ㆍ연세대학교 및 연세 경영 동문들은 세련된 관계 속에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고의 연세 동문 네트워크는 귀하의 도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MBA 교육에 최적화된 최첨단 캠퍼스 인프라

ㆍ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국내 대학 최초 국제 친환경 LEED 인증과 더불어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부터
최우수 그린 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건물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A 교육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캠퍼스 교육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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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강
모집 과정
및 정원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전형 일정

제출서류

Advanced MBA 60명
1.
2.
3.
4.
5.
6.
7.
8.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지원마감일 기준 소속 산업체 재직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소속 산업체 소재지가 본교(신촌)와의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위치한 자
전체 교육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속 산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의 임직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에 한함)
협약기업(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원서접수기간: 2022. 11. 21 (월) 10:00 ~ 12. 23 (금) 17:00
※ 주말 방문접수 불가, 퀵서비스는 방문 접수시간 내 도착 필수
※ 우편접수는 12. 22 (목) 소인분까지 유효
· 면접대상자 발표: 2023. 1. 4 (수) 17:00 / 이메일 및 문자 통보
· 면접전형: 2023. 1. 14 (토) (대상자 시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 26 (목) 17:00 / 이메일 및 문자 통보
· 합격자 등록: 2023년 2월 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2022. 12. 23 (금) 17:00까지 연세대 경영관 406호로 제출
1.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 접수
(mba.yonsei.ac.kr → 입학안내 → 모집요강 → Advanced MBA - 온라인 접수) 통한 출력본 1부
2.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4대보험가입 확인서 1부
7.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8. 원천징수영수증 1부
9. 위탁교육협약서 2부
10. 회사추천서 1부
11. 자기소개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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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및 산업특화
산업체 맞춤형 계약학과(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Advanced MBA

지하철
버

Tel: 02-2123-5445

스

|

2호선 신촌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소요
경의중앙선 신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소요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앞(중앙차선), 연세대학교 정문 하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ax: 02-2123-8639 | Email: amba.ysb@yonsei.ac.kr | https://mba.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