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기 뉴욕주립대 복수학위 MBA 모집요강
Ⅰ. 복수학위제도 (Dual Degree Program)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MS(Master of Science-Technology Management)학위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MBA 학위 동시취득

Ⅱ. 국내 최단기 미국대학 석사학위 취득
-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Course Work 기간 1년 6개월

Ⅲ. 전 세계 대학 중 최상위 1% 대학
- QS World Rankings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해외 명문주립대 학위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동시 취득 (복수학위 제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스토니브룩 대학은 뉴욕주립대 교육시스템 내에서도 큰 규모와 우수한 커리큘럼
으로 인정받는 4대 캠퍼스 중 하나입니다. 1957년 설립되어 약학, 생명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이루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연구와 교육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공인한 10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년 반 과정의 단기

뉴욕주립대
기술경영과정
취득학위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MS in Technology Managemen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MBA

경영과 기술을 접목한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대 커리큘럼 도입

Fast Track course
정규과정 (1년 6개월)을 이수하면 뉴욕주립대 MS-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영석사)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학위
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입학 승인, 정규과정 외 최소 6개월 이상 별도 해외대학
수업이수를 필요로 하는 타 대학교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 기술산업분야에 MBA의 핵심 경영교육을 접목하여 산업비즈니스 리더 및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경영핵심역량 강화
- 경영학 핵심과목 (전략, 재무, 마케팅 외)과 테크노경영 전략, 경영 시뮬레
이션, 프로젝트로 커리큘럼 구성
- 비즈니스 프로젝트 작성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교육성과를 최적으로 활용 가능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단기집중과정 (NRP) 참여 (3주)

국내 주요기업의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약 600여 명의 기술산업 분야 동문 네트워크 보유)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단기집중과정(NRP: New York Residence Program)은
미국 뉴욕주립대 현지에서 수업 및 기업 방문 (Field Trip) 등이 진행 됩니다.
(여름 휴가기간을 활용해서 직무공백 최소화)

- 최근 3년간 기업 핵심인재 지속파견율 70%
-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 중인 600여 동문 네트워크

교육일정 및 수업일정

2019년
3월

4월

5월

6월

1학기
▶ 해외단기집중과정

등록금 안내

7월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학기

NRP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졸업

3학기

(NRP): New York Residence Program

학기
2019년 1학기 (1st Semester)

입학금

총 납입금액

납부시기

9,700,000

10,400,000

2019년 2월

10,700,000

2019년 6월

2019년 2학기 (2nd Semester)

9,700,000

9,700,000

2019년 8월

2020년 1학기 (3rd Semester)

9,700,000

9,700,000

2020년 2월

합계

700,000

등록금

10,700,000

해외 단기집중과정 (NRP)

▶

8월

4,050만원

3주간 해외현지과정 학비, 교재비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해외과정 참여시 소요되는 항공비 및 체재비는 별도입니다.
등록금은 2018학년도 기준이며,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2019 전기 뉴욕주립대 복수학위 MBA 모집요강

지원자격

국내, 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업시간

강의장소

강의방식

금 19:00~22:45 / 토 9:00~17:30

aSSIST(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100% 영어수업

수업

※ 일부 과목 일요일 수업

모집요강

구분

일정

접수방법

내용
●
●
●

1차

~12월 21일(금)

서류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
●
●
●
●
●

온라인
면접

12월 24일(수)~28일(금)

합격 발표

1월 7일(수)

서류제출확인서 1부 (소정양식)
입학원서 1부 (소정양식)
영문이력서 1부 (소정양식)
(해외학위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조회동의서 1부(소정양식)
국문재직증명서 1부 (현 직장)
영문졸업증명서 1부 (인터넷 발급)
영문성적증명서 1부 (인터넷 발급)
반명함판 사진 1매
여권사본 1부

*별도 안내 (전형료 납부)
일정 추후 안내
개별 메일 안내

영문성적증명서 1부 (원본 압인 필수)
국문성적증명서 1부 (원본 압인 필수)
영문추천서 3부 (추천인 3인)
방문 및
우편접수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원본, 인터넷 발급본 불가)
*최근 2년 내 토익 650점 이상 혹은 토플 iBT 85점 이상
(영어권 시민권자,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면제)
●
●
●

2차

서류제출

~2월 25일(월)

●

온라인

*별도 안내 (전형료 납부)

※ 구비서류 소정 양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www.ass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이 3.0/4.0 미만일 경우 소속사 대표급 이상의 추천사가 필요
※ 2차 서류제출 시 인터넷 및 팩스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상 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은 본인 출신대학에 전화하셔서 본교로 우편발송 하셔도 됩니다.

공인영어성적

●

전형일 기준 2년 이내 토익(TOEIC) 650점 이상 혹은 토플(TOEFL) iBT 기준 85점 이상

TOEIC 850 이상

영어성적 기준충족

TOEIC 750~850

스토니브룩 교수진과의 영어 인터뷰

TOEIC 650~750

스토니브룩 교수진과의 영어 인터뷰 및 학기 시작 전
EBE Class* 이수 (시간, 비용 별도)

* EBE(Executive Business English) Class란, TOEIC성적이 입학기준보다
부족한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이수강좌.

유의사항

●

영어성적 면제기준: 아래 1가지 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면제 가능
①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 ②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 시, 온라인 출력본이 아닌 우편을 통해 수령한 성적표를 제출

➊ 입학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의 영문 이름은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➋ 입학지원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➌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제출처

입학상담 및 문의

037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뉴욕주립대 과정 담당자 앞

aSSIST. Tel. 070-7012-2225 e-mail. cwlee@assist.ac.kr
Stony Brook. 1-631-632-7476, Marie.McCallion@stonybroo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