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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제출서류

●  서류제출확인서(소정양식)
●  aSSIST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후 출력)
●  aSSIST 수학계획서(소정양식)
●  영문졸업증명서 1부 
●  영문성적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해외학력조회동의서(해외학위소지자의 경우 해당) 

FUS 

제출서류

●  FUS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지원서 내 자필 서명 必) 
●  영문이력서(소정양식)
●   영문수학계획서(FUS Motivation Letter / 소정양식)
●  영문추천서 1부(자율양식, 서명필요)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하여 제출 바랍니다. 

FUS 디지털금융 복수학위 MBA (aSSIST 디지털금융 MBA + FUS MBA) 

원서접수 일정	

●	3월	입학	:	9월	~	익년	1월

●	9월	입학	:	4월	~	7월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인영어성적 제출: 최근 2년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79점 이상 (합격 후 추후 제출 가능) 

스위스 프랭클린대(FUS) 디지털금융 복수학위 MBA 과정에 대한 입학상담은 수시로 진행되며,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 및 본 과정의 주임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창우                     T. 070-7012-2225         l   E. cwlee@assist.ac.kr

이병욱 주임교수          T. +82-10-2387-5659   l   E. justin.lee@assist.ac.kr

www.assist.ac.kr

Digital Finance MBA 

Digital 
Finance 
MBA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Dual Degree Program

디지털금융 MBA

2019년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 미국 기업 70%가 실패했으며 낭비한 돈은 1,000조

원에 달합니다.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적절한 인재가 필수입니다.  

본 과정은 인공지능을 비롯, 디지털 금융을 이루고 있는 기반기술은 물론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입니다.



스위스 프랭클린(FUS) 디지털금융 복수학위 MBA 과정은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와 aSSIST가 

협력하여 설계한 MBA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양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FUS MBA와 aSSIST  

디지털금융 MBA를 복수로 취득하게 됩니다. 

개강시기      3월, 9월

교육기간      1.5년

졸업요건      최소 36학점  

교육시간      금요일 18:30~22:20

     토요일 08:30~17:20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8월

3월
전공기초

(FUS필수 포함)
전공심화 전공심화II 해외과정 및 졸업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8월 3학기 2월

9월 전공심화 전공심화II 해외과정
전공기초

(FUS필수 포함)
졸업

- 국내 최초의 해외 복수학위 디지털 금융 MBA 과정(aSSIST 디지털금융 MBA + FUS MBA) 

- 세계적 기업과의 디지털금융 ‘Boot Camp’ 참여 

- 인공지능의 이론부터, 실제 응용까지 체계적 교육

-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인공지능, 핀테크, 인슈어테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 

-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습설계 

- 해외유학보다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학위 취득 가능 

FUS	교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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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nance MBA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Dual Degree Program

스위스	프랭클린대학교			FUS(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프랭클린대(FUS)는 1969년에 설립된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에 인증 받은 전세계 유일의 사립대학이며, 실무중심의 글로

벌 대학으로 세계 유수기업 및 동문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합니다.  

또한 UN 산하기관(UNITAR) 및 다국적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 정부 인증 스위스 정부 인증

FUS in Switzerland

aSSIST 디지털금융 MBA의 특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닌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aSSIST의 디지털금융 MBA과정은  

자체 방법론을 사용해 이론보다 실질을 앞세우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학습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인슈어테크,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             

   핵심 기술 학습

★ 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 디지털금융 분야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위한 최고 전문가 양성

구분 과목명

전공기초

· 금융인을 위한 디지털 기초

· 금융인을 위한 AI 트랜스포메이션 매커니즘

· AI기업 경영전략

·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 

· 금융인을 위한 인공지능의 이해

전공심화

· 금융 파이썬 

· CBDC 전략과 전술 

· 디지털 금융매커니즘 - 블록체인의 이해 

· 디지털 금융매커니즘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 디지털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Lean StartUp    

· 디지털 금융매커니즘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국내외 법률 환경

전공심화II

· 디지털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 디지털 금융 Customer Experience

· 디지털 금융 트랜스포메이션 - 사례연구

· 디지털금융 매커니즘 - 인슈어테크    

· 디지털금융 매커니즘 - 핀테크

· 인공지능과 윤리

FUS 필수 

· Financial Markets and Instruments

·  Mastering Leadershi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Strategic Thinking for Change Management

· Boot Camp (스위스 현지 약 2주)

BP/논문 · Business Project and Thesis Writing

※ 상기 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 Features

Program Overview

Curriculum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about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