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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_

GMT 30대 회장 최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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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MT 30대 회장 최해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보와 지식은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당장 수개월 뒤의 모습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Generalist가 되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GMT에서 본인만의 Edge를 발견하세요.

GMT는 컨설팅, 창업, 금융,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Generalist를 양성하는 

학회입니다. GMTian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학습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주 치열한 토의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정규학기 세션과 유수 대기업 및 

트렌디한 스타트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까지, GMT에는 26년 동안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MTian은 훌륭한 커리큘럼 속에서 본인만의 edge를 발견하고, 각자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GMT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지식의 가치는 훌륭한 네트워크 속에서 극대화됩니다. GMT는 지난 26년간 국내외 유수 대기업, 컨설팅, 금융권,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신 616명의 Alumni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GMTian은 매주 세션에서 Alumni와의 교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가며, 매 학기 멘토링, Career Talk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가집니다.

GMT에서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GMTian은 ‘Extremely High Standard’를 목표로 매주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GMT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은 이후 여러분이 그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여러분을 진정한 Global Business Leader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GMT와 함께하세요.

GMT는 아직 뚜렷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분들께는 본인만의 edge를 발견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뚜렷한 목표를 가진 분들께는 해당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GMT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housands of Possibilities, Get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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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규 교수님   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은 각국의 문화적, 정치 경제적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글로벌 경영의 구현을 위한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경영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GMT는 연세대 경영대학이 한국과 세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6년에 선구적으로 시작한 공식 트랙입니다. GMT의 핵심가치인 글로벌 
소양, 리더십, 열정 등을 실천하고 이를 경영대학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렬 교수님   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세계경영트랙은 연세 경영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실현하는 경영대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무한 경쟁 시대를 헤쳐나가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영교육의 산실인 세계경영트랙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용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세계경영트랙 GMT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초의 
공식인증 트랙으로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bout GMT_
Vision

History

열정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Global Business Leader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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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2000

GMT 설립 및 1기 선발

제 1회 세계기업현장실습 파견

제 3회 A.T.Kearney Case Competition 우승

2004

L’Oreal Marketing Award 우승/준우승

E-Land Knowledge Championship Finalist 입상

2006

L’Oreal Brandstorm 준우승

2008

L’Oreal E-Strat Day Challenge 우승

2002

제 1회 L’Oreal Marketing Award 3위 입상

제 4회 A.T.Kearney Case Competition 우승

2005

Sun Microsystems Competitions 3위 입상

L’Oreal Marketing Award Finalist 입상

한국 수출입은행 논문공모전 대상

2007

L’Oreal Brandstorm 준우승

2009

제 1회 GKC 개최

제 1회 ABF 개최

2010

제 1회 KUMS 행사 개최

CITI-HKUST Case Competition 연세대학교 대표 참가

L’Oreal Brandstorm 3위 입상

ABF in Keio University 참가

Global Mind Professionalism Leadership

우리는 세계를 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계를 향하고, 

장차 전 세계를 무대로 뛸 것이며, 

장차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이며,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기준

(Extremely High Standard)을 추구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역량을 요구하는지 배우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Core Value &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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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개최

McKinsey Case Competition 우승

L’Oreal Brandstorm National Final 우승

2012

P&G CEO Challenge 최종 우승

제 1회 경영학개론 주최

ABF in Tsinghua University 참가

“9월은 잔인한 달“ 출간

2014

ABF in Seoul 개최

제 4회 GKC 개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출간

2011

HSBC/HKU Business Case Competition

한국 대표 참가

ABF in Keio University 참가

2015

Yonsei-Alto Int’l Case Competition 준우승

Nomura Research Institution Case Competition Finalist

2013

GMT는 경영학 전반에 대한 기초 확립을 통해 Generalist로 성장한 후 자신만의 Edge를 지닌 Specialist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GMT
Global

Managemen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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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Edge

2016

HSBC/HKU 

Asia Pacific Business Case Competition 

한국 대표

P&G CEO Challenge  국내 최종 우승, Asia 준우승

SK 전략 공모전 우승

CJ 제일제당 Marketing Case Competition  준우승

제 6회 GKC 개최

2017

uGET 참가

uGET 역대 최다 진출

22팀 77 GMTians

P&G CEO Challenge

국내 최종 우승

2018

HSBC/HKU

Asia Pacific Business Case Competition

챔피언십 어워드(1등상)

존슨앤존슨 아큐브 공모전 1, 2위

2019 2020

GCIC 주최 (Global Creative Industries Conference)

uSET 입상

틴더 U 공모전 우승

제 1회 YABL 개최

국민카드XVISA 

페르소나 공모전 최우승



Activities_
학기 중 Session

Main Track

Professional Track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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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에서는 단순히 경영학을 공부함에 그치지 않고, 각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실제 기업과 함께 심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경영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P-Track은 학회의 회원들이 단순히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는 Real Business 

Mind를 갖도록 돕는 세션입니다. 저명한 각계 인사들 및 현업에서 활약중인 

GMT 선배를 초청하여 정규 세션에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고 현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경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간접경험을 통해 Real Business Mind를 갖도록 돕습니다.

M-Track은 GMT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팀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Problem Solving을 진행하는 세션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 / 산업 분석 / 기업 전략 / 가치평가(Valuation) / 마케팅 / 신사업 기획 등 

각 주의 주제에 대해 4-5인의 팀으로 최종 아웃풋을 작성합니다.



Networking

멘토링 & 홈커밍

상대연합

K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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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S는 국내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MCSA), 연세대(GMT), 고려대 

(MCC), KAIST(MSK) 네 학교를 대표하는 경영학술 동아리의 Alliance로서, 

'상호 자극과 네트워크 형성' 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매 학기 개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회인 GMT, YMCG, MARP가 함께하는 세션으로 매 학기 

1회, 각 학회가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내 대표 학회의 인재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친분을 도모하고  지적 자극과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GMT는 각계 각층에 진출해 있는 선배님들과 Acting 회원을 연결하는 Mentor-

ing Program을 매 학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 계시는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재학생들은 각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GMTian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GMT
Global

Management
Track



방학 중 Global Experience

Young Asia-Pacific Business Leaders

세계기업현장실습

2020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추후 재개 예정)

2019 아모레퍼시픽 아시아 Z세대 타겟 전략 프로젝트
2017          아시아 공유경제
2016          아시아 주류 산업의 세계화, Seoul 
2015 한국과 일본의 여행산업과 발전 방안, Tokyo
2014 한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Seoul
2013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략 및 위기와 한중일 기업들의 비전
2012 한중일 FTA가 각국의 대표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 도출, Beijing
2011 한국 비즈니스모델의 일본 적용, Seoul
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북아시아 산업의 변화, Tokyo

2020          Shanghai, China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2021년부터 프로그램 개편 예정)

2019  Ho Chi Minh, Vietnam
2018  Bangkok, Thailand
2017  Shanghai, China
2016  Ho Chi Minh, Hanoi, Vietnam
2015 Bangkok, Thailand
2014 Shanghai, Hangzou, Suzhou, China
2013 Ho Chi Minh, Hanoi, Vietnam
2012 Beijing, China
2011 Beijing, Shanghai, Hangzhou, China
2010 Vietnam, Thailand
2009 Singapore, Malaysia

Young Asia-Pacific Business Leaders(구 ABF)는 미래 경영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있을 

동아시아 3국의 우수한 핵심 인재들이 모여 친목과 지적 자극을 주고받는 행사입니다.

지난 5년간 YABL에서는 동아시아의 주요 경영/경제 이슈를 논의하고, 유수의 기업과 아시아 

시장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시아 경영 환경의 미래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귀중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YABL은 동북아 지역의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세계기업현장실습은 매년 겨울방학 

GMTian에게만 제공되는 글로벌 기업 체험 학습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영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3학점 수업으로 인정되며, 국제 경영의 실제를 경험하고 탐구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GMTian들은 방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경영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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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개론

GMT Knowledge Conference

KCMC Seminar

GMT는 2011년부터 매년 <경영학개론>을 기획해 왔습니다. <경영학개론>은 

경영학에 대한 소개와 경영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신입생 또는 경영학 전공 첫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개론>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전공 수업,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인턴십, 학회활동에 관해 선배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전하고자 합니다.

GMT는 세계 경영 환경 속 최신 경영 이슈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GKC (GMT Knowledge 

Conference)라는 이름의 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GKC에서는 당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이슈들에 대해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금융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이 연사로 초빙되는 강의와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지식 나눔의 장이 열립니다.

GMT는 매 학기 KCMC(한국 다국적기업 CEO 협회) 소속 CEO들을 모시고 

국제경영 비전 세미나 및 특강을 개최합니다. KCMC 세미나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통해 습득한 생생한 통찰력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GMT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던 CEO분들의 삶에 녹아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KCMC 

세미나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리더십 모델을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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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Interview_

GMT  21기
삼성전자 / 해외영업김수진

 GMT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준 곳입니다. GMT를 하기 전 저는 경영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수업으로만 경영학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GMT에서의 세션을 비롯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분석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전략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찾아나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GMT는 다양한 전공과 배경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학회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협력하며 그들로부터 다양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GMT  5기
前 Macqueries / 現 Corstone Asia, Director정회민FINANCE

자문해왔고, 지금은 Private Equity 업무를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일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수반됩니다. 여러 후배님들께 GMT의 긍정의 에너지에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투자를 통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열정과 자극을 얻고 있습니다.

 GMT는 나 자신의 열정에 대한 영감을 얻은 자극의 장입니다. 2000년 처음 경험했던 GMT 

세션들은 물론, 이후 여러 GMTian들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 막연했던 내 미래의 

모습을 깎고 다듬으며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Investment Banking 

분야에서 10년간 폭넓은 스펙트럼의 산업에서 다양한 경영 이슈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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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1년 간 GMT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 길렀던 역량 그리고 받았던 긍정적인 자극들은 저를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는 앞으로의 저의 Career path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기회와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GMT와 함께 한다면 1년 후 눈부시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GMT를 여러분의 무대 삼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내 대기업



GMT  16.5기
前 McKinsey & Company / 現 Streami, Business Development 안자인 Consulting

 또한, 원대한 꿈과 넘치는 열정을 가진 GMTian들과 함께하는 팀 활동은 저의 꿈 역시도 원대하게 키워주었으며, 

저의 역량, work style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의 조언, 인턴십 

기회 제안, 레쥬메 첨삭, 인터뷰 연습 등의 도움은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달려가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션, 동기들, 선배들로부터 얻은 Learning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컨설턴트를 제 Career상의 Next step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진로상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항상 GMT의 구름판을 밟고 더 높이, 더 멀리 뛸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에 GMT를 졸업하여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GMT를 인생의 첫 Career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름판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매주 두번씩 있는 GMT의 세션들은 어떤 Career path든지 꼭 필요한 역량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졸업 후 어떤 방향을 향해 걷게 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GMT  11기
前 Ars Praxia / 現 Datable, Co-Founder and CEO이종대IT / 창업

활동들이 소셜 컨설팅 회사 창업이라는 새롭고 역동적인 결과로 모아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KUMS 

참가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친구들이 각자의 의견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다양성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개성 있는 사람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당시의 깨달음을 창립자이자 임원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GMT를 다양성의 가치를 Business적 문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항상 사람과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던 저에게 각자의 강한 개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GMT를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나 간접적으로 사회 경험을 배운 것은  저의 다양한 관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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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  12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양승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도 저를 차별화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GMTian들은 저를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해주며, 제 열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인생의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GMT가 있다면, 여러분은 글로벌 리더로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GMT에서 여러분은 폭넓은 세션과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되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GMT에서 자신만의 꿈과 개성을 갖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의

금융공기업

GMT  19.5기
Google Singapore임현수 외국계 기업

 이 단체는 별 생각없는 사람은 고민하도록 만들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고민을 추려내도록 

하며, 고민이 끝난 사람들은 행동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탄탄한 스펙과 대체 불가한 인적 

네트워크는 덤입니다. 

 지엠티는 3,4학년을 앞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답을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의 

남은 2~3년을 누구와 함께, 어떠한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걱정된다면 그 정답은 지엠티라고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탄탄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

 '나는 A회사에 가고 싶은데 이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그 인재상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고민에 가득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엠티에서의 2년을 보낸 후 취업 시장에 나간 저는 앞의 질문에 답하기보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왔고, 이런 가치를 중시하며,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이런 저가 좋다면 

뽑아주시겠어요?"라고 먼저 용기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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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  13.5기
前 법무법인 세종 / 現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정재욱LAW

                  행정고시, CPA, 펀드매니저, 로스쿨.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던 저에게 GMT는 천천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제게 사무관, CPA, 펀드매니저, 법조인 등의 진로를 걷는 친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GMT를 통하여 폭넓은 경험과 생각을 가지시길 기대하며, 제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GMT는 컨설팅 학회가 아니며 금융 학회도 아닙니다. 다만, GMT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곳입니다.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신을 

표현하며, 남들과 어울리는 방법론'을 배우고 즐기는 곳이 바로 GMT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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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 ALUMNI_ 어떤�선배를�찾으셔도, 반드시�계십니다. 616명
since 1996

금융 외국계/
컨설팅

국내
대기업

MBA

Morgan Stanley
Goldman Sacks
Credit Suisse
Deutche Bank
UBS
JKL Partners
삼성증권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McKinsey
BCG
Bain & Co.
Google
P&G
Amazon
Facebook
Visa
Nike
GE
Philips
3M
L’Oreal
Johnson&Johnson
SAP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넥슨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텔레콤
LG생활건강
LG전자
BC카드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POSCO
아모레퍼시픽

Harvard MBA
Wharton MBA
MIT Sloan MBA
Chicago Booth
MBA
Northwestern
Kellogg MBA
Darmouth MBA
Columbia MBA
NYU Stern MBA
INSEAD MBA

창업 및
기타

삼일회계법인
Deloitte안진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부
국민연금공단
코리안리재보험
MBC
Worldbank
Ringle
피플펀드
무신사
블랭크코퍼레이션
트래블코드
코멘토
샌드박스 네트워크
Sentbe

LAW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한국거래소 법무팀
Univ. Minnesota 
Law
검찰청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학계

JohnsHopkins SAIS
Boston Univ. Ph.D
경희대 국제학과
조교수
INSEAD 교수
KDI 정책대학원
Harvard Ph.D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Carnegie Mellon
Columbia Ph.D
Chicago Univ.
Statistics Ph.D
파리고등정치대학원

금융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Credit Suisse
Deutche Bank
UBS
MBK Partners
JKL Partners
Softbank Ventures
카카오벤처스
IMM PE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Recruiting_
모집 일정

온라인 설명회         

접수 마감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면접 과정

지원 방법

홈페이지(www.gmtyonsei.org)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gmt.recruiting@gmail.com으로 제출
 

지원 자격

2학년 이상 재학중인 자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한 학기까지 비연속 가능)

8월 30일 (월) 7:00 PM

9월 1일 (수) 10:00 AM

9월 1일 (수) - 9월 3일 (금)

9월 4일 (토)

9월 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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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GMT.YSB

GMT

간단한 인적사항 및
에세이로 구성

제출 기한 엄수

서류
전형

최종
발표

최종
면접

Fit interview

Mini Business Case

Guesstimation

[ 약 20분 소요 ]

케이스 풀이

개인 발표 및 피드백

그룹토론 면접

[ 약 3시간 소요 ]

최종 면접 다음 날
오전 중 발표

(개별연락)

Contact Us

www.gmtyonsei.org

@gmt_yonsei

1차
면접



FAQ_
전공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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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에도 학회 활동이 계속되나요?

방학 기간에는 정규 학회활동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M-Track과 P-Track 등 모든 정규 세션은 학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계기업현장실습과 YABL 등의 해외 견학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하여 방학 중에 

진행합니다.

GMT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요?

GMT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본인이 투자하는 만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GMT 활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다른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평소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경영학 관련 케이스를 다루지만,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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