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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PRING 49TH RECRUITING

*COVID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 후 합성한 사진입니다.

논리적
사고

케이스
세션

FORWARD

비즈니스
모델 분석

YMCG는 어떠한 비즈니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Problem Solving Skill과 Communication Skill을 배양합니다

태도

COMMUNICATION

수용률

전달률

Commitment를 가지고 활동하는 우수한 Acting 학회원들 및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Performance를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과 함께합니다

Yonsei Management Consulting Group은 1998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경영 전략 학회로서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훈련하여 구성원들이 Business Professional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립 이후 지난 23년간 배출된 400여 명의 Alumni들은 Top Consulting Firm, Investment Bank, Multinational Corporation 및 MBA
School 등 Business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cting Member들 역시 Alumni Group과 끈끈한 연계 속에서 Young Professional로 성장하기 위해 서로를 자극하며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 후 합성한 사진입니다.

CASE SESSION

Case Session은 매주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모든 멤버들이 Harvard Business Case 및 Open Case를
분석하여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논리와 구조적 틀 아래 Solution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논리적/구조적 사고 능력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Case Session은 Team Case Session과 Individual Case Session으로 구성됩니다. 멤버 3~5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Team Case는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 상황에 접근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팀워크
능력을 배양합니다. Individual Case는 멤버 각자의 사고 수준의 깊이를 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LUMNI LECTURE

Top Consulting Firm, Investment Bank, 국내외 유수 대기업, Top MBA School, 비영리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Alumni들이 방문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혹은 토요일 오전에 Lecture를 진행합니다. 400명이 넘는 YMCG의 Alumni들은
Industry Introduction부터 Professional Firm 입사 전략, Business Mind 강의, 기타 Mentoring Session에 이르기까지
Acting Member들이 Business Leader로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23년간 YMCG가 구촉해놓은 지적/인적 Database와 식을 줄 모르는 Alumni들의 열정은 Acting CGer들이 성공적인 Career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ACTIVITIES

INDUSTRY COOPERATION
산학협력 프로젝트
MT
3월/9월
MENTORING DAY
4월/10월

SUMMER PARTY
6월
YEAR-END PARTY
12월

*COVID19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YMCG의 Acting Member들은 국내 최고의 경영학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내 유수 기업들로부터 Office Visit,
Corporate Dinner 등 다양한 Corporate Invitation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YMCG Member들이 향후
입사할 회사들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각 기업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Communication Channel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1년 2학기까지 현대자동차, SK Networks, 롯데이커머스, 알체라, MBC 등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McKinsey & Company, Boston Consulting Group 등의 Consulting Firm들과 Office Visit 및 Dinner Invitation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유수의 기업들과 실제 Consulting Project 및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적 성장을 위한 활동 외에도 YMCG는 Alumni Network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공식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 학기 초
MT에서 신입 멤버들과 Acting Member, 그리고 Alumni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목을 다집니다. 또한,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Alumni와 Acting Member 간의 멘토 멘티 매칭을 하여 자유롭게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말 열리는 Summer/Year-end Party는 Acting Member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Network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립니다.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YMCG 멤버들은 소중한 Network를 꾸준히 이어나갑니다.

ACTING CEO & CKO’S GREETING

INTERNSHIP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학기 YMCG 액팅 CEO를 맡은 경영학과 최재식입니다.
YMCG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빠르고 치열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온 YMCG의 커리큘럼은 구조적인 사고력과
강력한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가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400여명의
Alumni Network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든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YMCG의 운영진,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을 함께할 뛰어난 Acting Member들과
빛나는 성장의 길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다면,
국내 최고 Professional Network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YMCG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YMCG는 여러분의 성장을 약속합니다.

2022년 봄
YMCG 49th CEO 최재식 드림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학기 YMCG 액팅 CKO를 맡게 된 UIC 경제학과 채승현입니다.
커리어와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YMCG와 함께한 두 학기는 저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뛰어난 액팅 멤버들로부터 많은 자극과 배움을 얻으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얻으며 제게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YMCG 멤버들은 Alumni Network 및 Insiders Track을 통해 다양한 Internship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정규 Case Session 및
Alumni Lecture, 그리고 각종 Project와 Competition을 통해 쌓은 역량은 관심 분야의 Internship 경험을 통해 극대화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소양과 Network는 졸업 후의 Career Path를 디자인하는 데에 길잡이가 됩니다.

저에게 YMCG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YMCG가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뛰어난 성장에 대한 열망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YMCG는 분명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근 YMCG 멤버들은 McKinsey & Company, Boston Consulting Group, Bain & Company, JP Morgan, Credit Suisse,
SoftBank Ventures, Kakao 등 다양한 Professional Firm 및 대기업에서 Internship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YMCG
멤버들이 향후 Business Leader로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도전하며 성장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2년 봄
YMCG 49th CKO 채승현 드림

ACTING MESSAGE

한건희
Chief Operating Officer

박태건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경영 17

UIC 14

YMCG와 함께 한 첫 학기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동기부여 하며
Learning Curve 상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YMCG는 단순히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빠른 호흡으로 진행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장’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며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경험하고, 이를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YMCG는 단언컨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효율적인 소통 능력 습득을 가능케 할 뿐더러,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의 지도 하에 성장의 기회를 갖는 곳입니다.
한 학기 동안 액팅을 하며 수업으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와는 전혀 접점이 없던 제가 어느새 경영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진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장, 배움과 더불어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깨우쳐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YMCG에서 함께 성장하고 꿈 꿀 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나은
Chief Communication Officer

김은진
Chief Relationship Officer

UIC 18

언론홍보영상 18

YMCG에서의 지난 한 학기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건
저에게 도움이 될 자원을 선물해주었습니다.

YMCG에서의 한 학기는 뚜렷한 성장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세션과 프로젝트에서 논리적 및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원들과의 숱한 회의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합쳐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내는 신기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 또한 주어졌습니다.

YMCG의 케이스 세션은 스스로 논리를 정립하며, 문제 해결을
여러 시각에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학회원들과
부딪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한 논리를 구축하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나아가, 선배님들께서 제공해주시는
인사이트를 통해 커리어 목표를 다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업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배움의 시야를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커리어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더라도, YMCG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얻게 되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은 그 어느 분야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함께 열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성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신 여러분께 YMCG는 최고의 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YMCG와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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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탁양현 1기

컨설팅(현직)

교수

Goldman Sachs, Executive Director

Goldman Sachs, Executive Director
Do you believe in the power of networking?
Goldman Sachs, Executive Director

5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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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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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believe
in the power
networking?
Do you
for the community
thatoflasts
even after graduation?
Do you
you believe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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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crave forin the
that lasts even after
Do
you
crave
for
the
community
that lasts even after
graduation?
Do you promise to add value to our collective knowledge and
graduation?
contribute
our culture?
Do
youtopromise
to add value to our collective
Do you promise
add valuetotoour
ourculture?
collective
knowledge
and to
contribute
knowledge and contribute to our culture?

Finance

8

대학원

7
50

20

스타트업

83 83
37

현재 ALUMNI
364명 385명
전체ALUMNI
ALUMNI
현재
364명

컨설팅 종사 경험 有 113명

25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

Investment
Banking
심태호 1기
現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前
A.T. Kearney
Chicago
Booth 대표
MBA

A.T.
Kearney,
A.T.
Kearney,

Chicago Booth MBA

前 Chicago Booth MBA

47
4444 4444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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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YMCG
“Young
Professinal”
YMCG는
Professional”로서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YMCG“Young
“Young
Professinal”
YMCG
것입니다. .YMCG는
꿈을 지닌 인재들이 모인 곳이고, 심도있는 , ,
. YMCG
학습과 훈련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면서 더욱 위대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Synergy”
“Synerg
y ”y인재들의
. .11가동되고
365
라고 .부릅니다.
1년 365일,
YMCG
성장엔진은
.
“Synerg
”
365 ,,
..
있습니다.
YMCG
YMCG
, YMCG “Business
“BusinessCommunity”
Community”
, YMCG

“Leader
“Leader

Network”
. YMCG
또한,
YMCG는 “Business
Community”이자 미래의 “Leader
Network”
. YMCG
Advisor
Network”입니다. YMCG의 모든 구성원이
파워엘리트로서 성장하고
Advisor
. YM
있으며, 또한 각계의 Advisor들은
. YM
CGC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2020
YMCG는 눈부신 성과와 함께한 과거를
기반 삼아 다가올 10, 20년 후
10,
YMCG 오늘 YMCG에 도전하시기
미래를 구상하고
. . 있습니다.
YMCG
. .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그것은 저의 경험과 변화였기에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2020 SPRING 45th RECRUITING
2020 SPRING 45th RECRUITING

ALUMNI MESSAGE

ALUMNI MESSAGE

주태환 20기

권순범 26기

現 ABinBev

現 Ecube Labs Founder

前 Harvard Business School MBA

YMCG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YMCG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역시
최고의 Challenge course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기틀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둘째는, 졸업 후 커리어는
물론, 인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본 깊이 있는
수많은 추억거리들로 즐거운 대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YMCG를 통해 만나 평생 함께 갈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심지어
창업 5년차였던 2015년에 YMCG 두번째
학기를 이수하러 돌아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 겪고있던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제 스스로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싶었고,
우수한 정예 멤버들 간의 치열한 Problem
Solving 과정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켰음을
확신 하기에 주저없이 추천드립니다.

김준우 17기

이희원 23기

김준목 25기

박경은 35기

現 CrossAngle Pte. Ltd.
Co-Founder, Head of Business

現 The Blackstone Group

現 Olin Business School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現 Boston Consulting Group

前 NX Venture Partners 대표

前 Barclays

지금 이 순간에도 “졸업 후에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꿈을 뭘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 갈 수 있을까? 등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YMCG의 DNA는 꿈, 열정, 그리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제가
경험한 YMCG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도 그래왔고 또
언젠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태지만, 가장
중요한 조언과 판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한번도 빠짐 없이 매번 YMCG 선후배들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졸업 후 커리어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YMCG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회 각 분야의 400명의 Profe-ssional들이 여러분의 꿈과 열정에 진심어린
충고와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 곳,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YMCG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前 MIT Golub Center for Finance and Policy

I joined YMCG during my sophomore
year. Although the only thing I brought
was a passion, people in YMCG have
constantly helped me succeed and have
always been my support system.
You will learn how things can be done
differently and I’m sure that it will
eventually transform your life.
Pay your passion.
What you will get is YMCG

YMCG는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는 최적의
Resource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높은 Potential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논리적 사고, 불확실한 Career
Goal과 같은 현재 여러분의 고민을 정확히
해결해주고, 나아가 Next Step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YMCG에서 활동한 수많은 시간동안
후회할 만한 경험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YMCG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Network,
경쟁력있는 학회원들 간의 치열한 Session
문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WHAT WE LOOK FOR

PROFESSIONALISM

RECRUITING PROCESS

DOCUMENTATION

FIT INTERVIEW

CASE INTERVIEW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PROCESS

3월 2일(수) 낮 12시 마감

3월 3일(목) ~ 3월 4일(금)

3월 5일 (토)

ANNOUNCEMENT

3월 2일 (수)
합격자 개별 통보
(YMCG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3월 4일 (금)
합격자 개별 통보

3월 5일(토)
합격자 개별 통보 (저녁)
3월 6일 (일)
오리엔테이션 진행

DETAILS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안내
www.ymcg.or.kr → JOIN
→ HOW TO APPLY 하단 참조

인터뷰 시간: 15분 내외
인터뷰 방법: 온라인 인터뷰
Interviewer: Acting Members

인터뷰 시간: 30분 내외
인터뷰 방법: 온라인 인터뷰
인터뷰 주제: Business Case
Interviewer: YMCG Alumni

YMCG에 대한 열정
함께 활동 하고 싶은 사람인가

논리적, 구조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
Communication 능력

지원서 다운
Email: apply.ymcg@gmail.com
File name: your name_phone
(ex. name_01012345678.docx)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성숙함과 상호 존중의 자세
자신의 앞에 있는 업무를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끈기

GROWTH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부딪힘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성장에 대한 열망

PASSION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태도

WHAT YMCG
WANTS TO
KNOW

How have you lived

YMCG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SNS를 참고해주세요

2022 SPRING 49th RECRUITING

CONTACT

최재식

|

fb.me/ymcg.Yonsei |

| 010-7442-9440 | president.ymcg@gmail.com

@yonsei_ymcg

| www.ymcg.or.kr

*COVID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4인씩 촬영 후 합성한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