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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HRD INSTRUCTOR MBA
Selectable Dual Degree Program

전문 강사 30만 시대, 국내 최초의 aSSIST-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HRD Instructor MBA 과정은 현업 중심의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 해외 복수학위 가능) 

HRD Instructor MBA과정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www.assist.ac.kr
www.bsl-lausanne.ch

Tel. 070-7012-2778
Fax. 070-7016-2700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교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본 MBA 과정은 유럽을 대표하는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교 MBA 학위를 복수취득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미국과 스위스 양국에서 인증 받은 스위스 명문 대학으로 해외 60개국 이상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유럽을 포함 다양한 국가소속 저명한 교수진의 우수한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MBA SCHOOL
INTRODUCTION

대한민국 최초 전문강사 대상 MBA 학위과정을 소개합니다.

HRD INSTRUCTOR MBA
 

Korea Innovation Developer! 

업(業)의 가치를 높이는 HRDer를 위한 과정!

aSSIST의 HRD Instructor MBA는 강사(Instructor)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석사학위과정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시험이 아닌 본인의 도서출판, 강의 컨텐츠 개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졸업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명문 스위스 대학원 MBA 학위 동시 취득과 박사학위 연계가 가능 합니다.

PROGRAM 
OVERVIEW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은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석·박사 중심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aSSIST 석사과정은 세계유수대학(로잔비즈니스스쿨, 뉴욕주립대)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2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습니다.

aSSIST 경영학 박사과정은 각 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가시적인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직장인에게 최적 설계된 커리큘럼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0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성에서 오는 심도학습 및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HRD INSTRUCTOR MBA

스위스 기관 인증 

품질보증 대학교

중등교육위원회 선정 

우수 대학

스위스 의회 인증

교육기관



COURSE OPERATION

•총 1.5년 (3학기) 석사학위 취득 (해외 복수학위 동일 기간 내 취득 가능)

•우수 졸업생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임교수 활동 (산학연계)

•정규 교과목인 책쓰기 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의 강의분야 및 전문영역 대중서 출간 (출판사와 연계)

•한국강사협회 정회원 자격 부여 및 활동 

•코칭자격증 취득 가능 (정규 교과목 이수를 통해 KAC 시험자격 부여)

•aSSIST 기업교육 전공 및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교 복수학위 경영학 박사과정 100% 연계

•HRD Instructor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기획, 개발, 강의안 구성 등 Practical 한 교과목 구성

•타 대학과 차별화된 수업방식 및 서비스 제공 

   (주말수업, 타 MBA와 교차수강 가능, 교재비 등 추가비용없음)   

COURSE FEATURES

Instructor(전문 강사)의 고민

•기존 컨텐츠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컨텐츠는 어떻게 개발할까?

•개인 도서 출판으로 본인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만의 스펙(Spec)을 쌓고 싶은데 현업에 도움되는 석사 과정이 있을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트렌드 파악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까? 

•나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과 고객은 어떻게 발굴할까? 

HRD INSTRUCTOR MBA 구조

과정개발, 도서출판,

코칭, 퍼실리테이션 등

강의활동에 필요한 실무 

교육 제공

경영학 석사학위

해외복수학위

석/박사 연계

정기적인 모임 관리

(사)한국강사협회 정회원 

자격 및 활동

우수 교육생 

강의활동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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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과목

입학 자격 요건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강사를 업(業)으로 하고 있거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HRDer로서 관리자가 아닌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 취득 요건

과정 수업 연한 이수학점 학위취득요건 수여학위

석사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전일)

1.5년 36학점

필수
-  aSSIST : 학점 이수 (필수)
-  책출판 등 현업 중심 졸업 기준

MBA
(경영학석사/

aSSIST)

선택
-  해외대 :  4.5학점 이수 (국내)
-  해외대 MBA Boot Camp 
   3학점 이수 (스위스 현지)

MBA
(경영학석사/

FUS)

※ FUS :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CURRICULUM

COURSE NOTIFICATION

➊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전략적 교육제안서 작성 방법론

•교육체계 수립 방법론

•HRD 역량 모델링 기법

•교안 및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1

•교안 및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2

•매체 활용 및 제작 방법론

•HRD Theory 

➌ Branding & Marketing

•HRD 마케팅 전략 및 Tool kit

•Social Media를 활용한 Personal Branding 전략        

•강의안 구성을 위한 New Media 매체전략 및 활용

➎ 기타

•책쓰기 아카데미 기초, 입문, 심화

•교육 컨텐츠 개발 컨테스트

•Coaching Certification

➏ 경영학 공통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연구방법론

➋ Contents Insight

•Leadership Trend

•산업 및 조직 심리학 (OB/OD)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즈니스 협상

•창의와 혁신 전략 및 문제해결

•Indoor Activity 및 Gamification 개발

•인문학 특강 

➍ Delivery Method

•창의적 교수법 및 티칭 스킬업

•전략적 Presentation 방법론 및 실제

•퍼실리테이션 스킬업

•Voice Coaching & Skill



선택 사항 

•유럽 명문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교 MBA 학위 취득 가능

•국내 4.5학점 스위스 현지 2주간 MBA 코스 진행 3학점

•MBA (경영학석사/FUS) 학위 취득 (2개의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연계

•유럽 명문 로잔 비즈니스스쿨 박사 학위 연계 취득 가능 (2개의 박사학위 취득)

•본 과정 석사 학위 취득자에 한해서 박사학위 연계 선택시 100% 연계 가능

일정 2019년 3월, 9월 개강

강의 장소 aSSIST 강의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전형프로세스 온라인 입학지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결과 발표

지원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www.assist.ac.kr) → 입학안내 → 

HRD INSTRUCTOR MBA 선택 → 온라인접수

입학설명회 1차 : 10월 29일(월) / 19:30

2차 : 1월중 예정 [www.assist.ac.kr에서 설명회 참석 신청]

입학상담 및 문의 www.assist.ac.kr

COURSE PRIVILEGE

SCHEDULE

2개의 석사학위의 기회

    정식 해외 MBA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



HRD
INSTRUCTOR
MBA

aSSIST-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HRD INSTRUCTOR MBA
Selectable Dual Degree 
Program

[문의처]

HRD INSTRUCTOR MBA 사무국

Tel : 02-3786-0652

E-mail : hrd-mba@ass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