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랭클린대학교(FUS)는 1969년에 설립된 스위스/미국 정부에서 

동시 인증을 받은 유일한 대학입니다. 

실무중심의 글로벌 대학으로 세계 유수기업 및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UN기관 및 다국적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FUS)

Greetings from FUS  

- Dean of Executive Education & Global Outreach 

- Expert practitioner of self-organization principles

- Designed and taught Collaborative Leadership 

   course at Harvard University

Carlo Giardinetti, Dean  

DUAL ACCREDITATION (스위스, 미국 동시 인증)

2010년 미국 인증  2013년 스위스 인증

중미 고등교육 위원회(MSCHE) 인증 획득 스위스 인증 및 품질보증 기관 인증 획득

✽Pending approval by the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At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we are excited to launch 

this ew GMBA in partnership with aSSIST. The global business 

world s constantly amazed by the innovative spirit of South 

Korean ompanies and their executives and, through this program, 

we hope to help and upport the birth of the next unicorn companies to 

impact the world.”



경영교육을 선도하는 석‧ 박사 중심 경영대학원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aSSIST 경영대학원은 200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석·박사 중심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지속경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문 경영인재 양성을 목표로 

MBA 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 CEO/임원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경영대학원으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들과  

복수학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SSIST는 세계 최고 명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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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프랭클린대, 알리바바가 선택한 중국 최고 MBA 장강경영대학원, 중국 경제관료 배출의 산실 대외경제무역대와 서남재경대, 중

국 20대 명문 산동대와 란저우대 등, 매년 더 많은 글로벌 명문대들이 aSSIST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aSSIST는 세계 최고 명문대

들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최고의 코스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 1년 안에 스위스 프랭클린대학(FUS)과 aSSIST의 Global 

   Entrepreneurship MBA (GE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

● FUS와 aSSIST의 강점만을 접목한 우수한 커리큘럼 및 교수진

●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글로벌 수준의 강의로 유니콘 기업 및

   기업가 양성

● 직장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학습설계

●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정식 해외 학위 취득 가능

본 과정은 양 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FUS)의 EMBA학위와 

aSSIST의 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과정
수업
요일

수업
연한

이수
학점

학위취득요건
수여
학위

GEMBA
매주

토요일
1년 36학점

[한국: 2019년 9월-2020년8월]

- aSSIST: 29학점 

[스위스: 2020년 8월8일-15일]

- FUS Boot Camp (IT Firm): 3학점

- Business Project: 4학점

•FUS : EMBA

•aSSIST : MBA

Be the Next Unicorn!
유니콘 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으로  

EMBA 프로그램은 유니콘 그 이상의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해외 MBA 복수학위 프로

그램입니다. aSSIST는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FUS)와 함께 유니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 4차산업혁명시대와 행동경제학, IPO와 M&A 등 기업의 시작과 성장 전반에 걸쳐 공부하고, 

혁신적인 다국적기업의 중심지인 스위스에서 글로벌 기업과 부트캠프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단기간에 최신 경영학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Program 
Features

Program 
Overview

l  유효상 著 (2016년)

Work Experience

-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FUS GEMBA 교수

-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 한국창업학회 부회장

- 인터벤처㈜ 대표이사 

- 일진그룹 일진창투㈜ 대표이사

Education

- 연세대학교 공학사, 공학석사

- UC Irvine Executive MBA,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유효상 주임교수

Global Entrepreneurship MBA(GEMBA)
Swiss-Korea Dual Degree Program  



Global Entrepreneurship MBA Program Required Courses

Basic Modules

(13 credits)

-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y 

-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 Organizational Behavior and Strategic Leadership

-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Management

- Special Lectures: Business Guru and Forum

Core Modules 

(16 credits)

- New Business Models for Unicorn and Beyond 

- Technology Management and Behavioral Science

- Venture Capital and Investment Strategy

- Managing Established Enterprise: M&A and IPO

-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y

- Strategic Communication for Entrepreneurs

- Corporate Ethics and Law for New Technologies

- Sustainability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Switzerland 

Resident 

Program 

(7 credits)

- Boot Camp (IT Firm)

- Business Project Seminar 1 & 2

Curriculum Admission 
Requirements 

Contact 
Information 

※ 프랭클린대학교(FUS) Global Entrepreneurship MBA 복수학위과정은 

     매년 9월 개강하며 입학년도의 다음 해 8월 중순에 스위스에서   

     해외 현지과정이 약 1주간 진행됩니다. 

Global Entrepreneurship MBA 복수학위과정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무중심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Application ● 매년 9월 입학 (연 1회 개강)

● 매년 5월-8월 입학원서 접수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입학상담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허재만 과장     T. 070-7012-2766 

     E. jmheo@assist.ac.kr

주미연 팀장     T. 070-7012-2717 

     E. myju@assist.ac.kr

유효상 주임교수     T. 070-7012-2213 

     E. hsryou@ass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