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의 석 · 박사 중심 경영대학원,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가 인증하는 프로그램

허재만 과장      T  070-7012-2766     E  jmheo@assist.ac.kr 

주미연 팀장      T  070-7012-2717     E  myju@assist.ac.kr 

학·석사 연계과정(학사 3년 + 석사 1년)은 경영학의 세계 3대 인증인 AACSB, AMBA, 

EQUIS (‘Triple Crown’ 달성)를 보유한 중국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UIBE)와 미국 &  

스위스에서 동시 인증된 프랭클린대학교(Franklin University in Switzerland, FUS)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4년 안에 취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1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최신 경영지식과 실전경험을 동시에 키울수 있습니다.

Accredited by: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인증

Bachelor & 
Master
Program

학·석사 연계과정

4년 (학사3년 + 석사1년) 
중국·스위스 명문대

Accredited by:
프랭클린대학교 인증



과정 특징 

“대한민국 No.1”
       학·석사 연계과정

다양성

국내최초

진로기회

글로벌화

최단기간

취업률 98%이상
(대외경제무역대학)

3개국어 마스터
(영어와 중국어) 

4년만에 학위 취득
(학사 3년 + 석사 1년) 

다양한 국적의 학생 (프랭클린 대학교)

북미 50%, 유럽 25%

Since 2015
 First Mover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인증하는 해외대학 학·석사 연계과정

3+1

Ⅰ. 해외명문대 입학!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 중국 내 경영·경제·금융분야 Top3 명문대학

     •스위스 프랭클린대학 :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에 인증받은 전세계 유일한 사립대학

Ⅱ. 4년 내에 경제/경영/금융 분야 학위(학사+석사) 취득!

     •보통 6년이 소요되는 학사 및 석사과정을 최단 4년으로 설계하여 시간적,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Ⅲ. 외국어 마스터(중국어, 영어)!

     •4년간의 유학생활을 통한 외국어 마스터 (중국어, 영어)

Ⅳ. 믿고 맡길 수 있는 해외유학!

     •해외대학 담당자와 연계한 유학생 관리

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UN 산하 기관) 인턴십 기회 제공!

     • 중국과 스위스 현지 생활 및 학업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힘으로써 국내 대학 졸업생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취업 기회 확대 



과정 구조 

지원자격

교육비 및 기숙사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보유자 (연령제한 없음)

• 매년 3월에 시작되는 중국 현지 (청도) 입학예비과정 수강 가능자 (매년 3월~8월 중국 현지 입학예비과정 진행)

Track 1
매년 3월 입학

1. 입학예비과정 (매년 3월 ~ 8월)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입학예비과정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청도연구원, 중국 칭다오) 현지 진행 : 중국어/영어/수학 등 주 30시간 이상 강의

•깨끗한 기숙사 및 국제화 편의시설 완비

2. 학사과정 (매년 9월 입학, 3년)

•전공 : 경영학사 (100% 영어수업, 외국인 유학생 전용학과, 중국 베이징)

•중국 내 경영/경제/금융분야 Top3 명문대학

•경영학 세계 3대 인증 AACSB / AMBA / EQUIS 획득 대학 

   (Triple Crown - 전세계 0.5%대학만 취득)

3. 석사과정 (매년 9월 입학, 1년 – 선택)

•전공 : 국제경영석사 (Master Scie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스위스 루가노)

•세부전공  ➊ Reponsible Management and Climate Action 

                  ➋ Digital Transformation

•과정 구성 

   1학기 - 석사과정 전공수업 (aSSIST, 한국)

   2학기 - 4개월 인턴십 (Internship) : UN 산하 기구 (UNITAR) 또는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 

             - 1개월 Academic Travel : 스위스가 아닌 국가의 기업체 방문 현지 프로젝트 진행

대외경제무역대학 학사 입학
: 대외경제무역대 학사 (3년) + 프랭클린대학 석사 (1년)

구분 학비 (총 금액) 기숙사비 비고

입학예비과정 38,000 RMB (한화 646만원) 월 2400 RMB (한화 약 40만원)  

2인 1실 기준
* 환율기준, 1RMB = 170원

학사과정(3년) 195,000 RMB (한화 3315만원)

석사과정(1년) 27,300 CHF (한화 3276만원)
학기당 약 5420 CHF

(한화 약 650만원)
* 환율기준, 1CHF = 1200원

 ※ 기숙사비에 식비는 제외된 금액임,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과정 구조 

1. 학사과정 (매년 9월 입학, 3년)

•전공 : 국제경영학사 (International Management, 100% 영어 수업, 스위스 루가노)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 인증받은 전세계 유일한 사립대학

•실무중심의 글로벌대학으로 UN산하기관 (UNITAR) 및 다국적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

•영어 기본. 제2외국어 습득 - 3년간 언어 코스 (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      

• 다양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격려 – 토론식 수업 (10-20명 정원)

2. 석사과정 (매년 9월 입학, 1년 - 선택)

•전공 : 국제경영석사 (Master Scie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스위스 루가노)

•세부전공  ➊ Reponsible Management and Climate Action 

                   ➋ Digital Transformation

•과정 구성

   1학기 - 석사과정 전공수업 (aSSIST, 한국)

   2학기  - 4개월 인턴십 (Internship) : UN 산하 기구 (UNITAR) 또는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              

-  1개월 Academic Travel : 스위스가 아닌 국가의 기업체 방문 현지 프로젝트 진행

프랭클린대학 학사 입학
: 프랭클린대학 학사 (3년) + 프랭클린대학 석사 (1년)

지원자격

교육비 및 기숙사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보유자 (연령제한 없음)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 소지자 (TOEFL 90 or IELTS 6.5 이상)

•입학예비과정 없이 매년 9월 본과 입학 (~ 6월 15일까지 원서 접수)

구분 학비 (총 금액) 기숙사비 비고

학사과정(3년) 62,610 CHF (한화 7513만원)
학기당 4335 CHF

(한화 약 520만원)
* 환율기준, 1CHF = 1200원

석사과정(1년) 27,300 CHF (한화 3276만원)
학기당 약 5420 CHF

(한화 약 650만원)
* 환율기준, 1CHF = 1200원

 ※ 기숙사비에 식비는 제외된 금액임,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Track 2
매년 9월 입학



•국내 최초로 2004년 설립된 석·박사 중심 경영대학원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경영대학원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핀란드 알토대, 미국 뉴욕주립대, 스위스 BSL, 

   중국 장강경영대학원 등)들과 복수학위 석·박사 과정을 운영   

•기업체 핵심인재교육 No.1 : 200여개 기업이 선택한 경영교육 전문기관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교육시스템 완비

•글로벌 수준의 경영전공 : 경영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세부 특화전공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 : https://www.assist.ac.kr

대외경제무역대학교 (UIBE)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프랭클린대학교 (FUS)

•중국에서 5번째로 경영학의 세계 3대 인증 AACSB, AMBA, EQUIS 획득 대학교 (2017)

•중국 내 경영·경제·금융분야 Top3, 졸업생 연봉 Top5 명문대학

•중국 교육부와 상무부의 공동감독을 받는 ‘211공정’ 대학

 * 211 공정 : 중국 최초의 대학 프로젝트로 21세기를 대비하여      

   100개의 세계 일류 대학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

•최근 3년간 취업률 지속적으로 98%이상으로 유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uibe.edu.cn

Accredited by: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 인증받은 전세계 유일한 사립대학 

•UN 산하 기관(UNITAR) 및 다국적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

•매년 교수와 동행하는 해외 여행과 교육을 융합한 Academic Travel 프로그램 운영

•국제 경영학, 국제 금융학, 국제 관계학, 인문학에 강점

•다양한 국적의 학생 : 50% 미국/캐나다, 25% 유럽 등

•1:1 코칭 및 디테일한 학생 케어

•프랭클린대학교 홈페이지 : https://www.fus.edu

미국 정부 인증 스위스 정부 인증



유럽 최고 창업 명가 핀란드 알토대, 미국 주립대학의 자존심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떠오르는 취업 명문 

스위스 로잔비즈니스스쿨과 프랭클린대, 알리바바 마윈이 선택한 중국 최고 MBA 장강경영대학원, 중국 

경제관료 배출의 산실 대외경제무역대와 서남재경대, 중국 20대 명문 산동대와 란저우대 등, 매년 더 많은 

글로벌 명문대들이 aSSIST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aSSIST는 세계 최고 명문대들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최고의 코스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aSSIST 경영대학원은 세계 최고 명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허재만 과장      T  070-7012-2766    

                          E  jmheo@assist.ac.kr  

주미연 팀장      T  070-7012-2717    

                          E  myju@assist.ac.kr 

www.assist.ac.kr 

  www.facebook.com/globalunion88 

 blog.naver.com/globalunion88

학·석사 연계과정(학사3년+ 석사1년)  
B&M(Bachelor & Master)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