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전기 aSSIST 특화전공 MBA 모집요강 

(China Business MBA) 

전형일정 

 

 원서마감 면접 일정 최종 합격자발표 

일자 12월 8일(화) 
12월 중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12월 28일(월) 

 (합격자 대상 개별안내) 

교육기간 

총 1년 6개월 (2016년 3월 ~ 2017년 8월) 

2016년� 2017년�

3월� -�7월� 8월� 2016년� 9월� -�2월� 3월-7월� 8월�

1학기� 해외과정� 2학기� 3학기� 졸업�
 

클래스 

[경영학 공통] 

- 서류제출확인서에 클래스를 선택하여 표시 함 

수   업 금 18:30~22:20, 토 08:30~17:20 

일반클래스(영어 40%) 강북 캠퍼스(aSSIST) 

영어클래스(영어 100%) 강남 캠퍼스(IKP) 

※ 1개 클래스 선택해 입학지원, 특정 클래스 선발인원이 최소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전공 수업]  

수업시간: 금 18:30~22:20, 토 08:30~17:20 / 수업장소: 강북 캠퍼스  

 

모집요강 

 상  세 

지원자격 

일반전형 국내ž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재직자 전형 

국내ž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산업체에서 학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받는 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된 산업체 임직원 

학점인정 
재직자지원만 해당 

경력에 따라, 최대 9학점 인정(면제)가능 (3년 이상 6학점, 5년 이상 9학점) 

구비서류 

[필수] 

입학지원서(온라인 작성), 수학계획서(온라인 작성), 영문졸업증명서 1부, 

영문성적증명서 1부,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토익 700점 이상),  

서류제출확인서 1부(소정양식) 

[선택]  

국문경력/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추천서 1부, 해외학력조회동의서

(소정양식)  

재직자 전형 

추가 구비서류 

국문재직증명서 1부(현직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회사지원추천서 1부(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 산동대 입학전형 별도 



 

[원서접수 방법] 온라인 원서접수 후 모든 구비서류 우편 송부 

 

[구비서류 관련] 

- 지원서류 제출 전, 홈페이지 입학안내 확인 요망 (MBA → 희망전공별 입학안내 페이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 제출 

[재직자 지원(계약학과 전형) 유의사항] 

- 지원자 소속 회사의 대한상의 회원사 여부는 전화로 확인 가능 (02-6050-3874,3875) 

- 대한상의 회원사가 아닌 경우, 별도 협약체결 후 지원 가능 (문의: 070-7012-2764)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후 인쇄 가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재학 중 자의에 의한 퇴사 및 이직 시 학업 유지 불가 

교육비 

  

 입학금 등록금 총 납입금액 납부시기 

2016년도 1학기 700,000 9,600,000 10,300,000 2016년 2월 

※ 상기 등록금은 2015학년도 기준으로 학기별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동대 해외과정 등록금 별도 

원서접수 
1. aSSIST 입학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www.assist.ac.kr)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전형료: 30,000원) 

2. 모든 지원 서류 제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26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 MBA담당자 앞 

문의 
김해선 주임교수 hskim2@assist.ac.kr | 신호상 주임교수 hsshin@assist.ac.kr,  

HuangFei 주임교수 huangfei@assist.ac.kr | Tel. 070-7012-2778, sybae@ass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