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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업교육센터

맞춤형 사내교육
계층별MBA  ●  주제별 역량향상  ●  리더십  ●  특강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직원의 성장만큼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귀사는 임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4차산업 혁명의 시대,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글로벌 수준의 살아있는 교육 진행하고 계신가요?



aSSIST는 1995년부터(23년전) 

창조의 나라 핀란드 알토대를 비롯해

미국 뉴욕주립대, 중국 산동대학 등 글로벌 대학들과의 연계하여

선진국 수준의 컨텐츠와 운영방식으로 

기업의 최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곽재선  KG그룹/이데일리 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문경안  ㈜볼빅 대표이사 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박정부  ㈜한웰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홍성열  ㈜마리오 회장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왜 이 분들은 aSSIST를 선택했을까요?

aSSIST 동문들



89%
YES!4T

Why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y)은 

경영학 석사 MBA 및 박사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전문대학원 입니다.

유관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관,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석박사 경영전문대학원 

가장 잘 알려진 알토대 (Aalto University)
복수 학위 MBA는 국내 단일 MBA 과정 

중 최대 동문 규모 

(알토대 4,000여명, 뉴욕주립대 600여명 

그 외 MBA 및 기업교육 동문 7,400여명)

세계 3대 경영교육인즈기관으로부터 

‘AACSB’와 ‘EQUS’, ‘AMBA’ 
인증을 받아 국내 유일 ‘트리플 크라운’ 
달성. 우수한 커리큘럼 인정받음

The First The Biggest The Best

Accredited by:

aSSIST 교육철학 
eThics   ●   sTorytelling   ●   Teamwork   ●   Technology

1995 국내 최초 MBA 과정 개설
 (핀란드 헬싱키경제대)

1998 CPM과정 개원
 (現 CPSM:구매공급전문가)

1999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MS-TM 과정 개설

2005 금융공학MBA
 (現 대체투자 MBA) 개설

2009 산업보안 MBA 개설

2012 영업혁신 MBA 개설

2014 빅데이터 MBA
 재무총괄 MBA 
 지식재산 MBA 개설

※교과별 현업적용도 순위

1위 전략
2위 마케팅

3위 Business Project

학위 5,500+ 
비학위 6,500+ 

현업적용도

12,000+
졸업생 배출

200개
교육파견 기업 수

추천 의향

93%
(2017년 상반기 졸업생 조사)

(2017년 상반기 졸업생 조사)

First 
Mover1st



기업교육센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안 바뀌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인재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십니까? 

aSSIST 기업교육센터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결되어, 기업의 고민에 꼭 맞는 
강의와 교수법으로 이슈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aSSIST의 ‘비즈니스 프로젝트’, 
‘경영시뮬레이션’ 등 맞춤형 기업교육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내외 주요 200개 기업,  
6,500명 비즈니스 리더의 선택 aSSIST 기업교육 힘

Focused Issue-Solving
단순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기업의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어지도록 

진행. 교육생의 자발적 동기부여하고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데 집중

Customized Depth
정교한 인터뷰, 설문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환경, 

CEO의 전략방향, 교육생/교육담당자의 고민을 

종합하여 책임교수, 전문 수행그룹이 과정을 설계

Open Platform
철저한 ‘강의평가제도’를 통해 국내 검증된 최고 

수준의 교수진 pool 보유

Specialist Group
aSSIST 전임교수는 ‘현업의 전문성’과 해외유수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겸임교수진이 업계 최고 전문가

들로 대거 포진. 기업맞춤형 교육 중 전문가들과 

연결 가능(튜터 역할)

Feedback System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종료 후, 모듈 종료 후, 

과정 전체 종료 시마다 강사, 교육생, 고객사와 피드백 

세션을 정기적으로 가져 교육의 효용을 극대화

Customized Program

Core
Modules

Concentration
Modules

Advanced
Modules

해외과정

경영
시뮬레이션

비즈니스
프로젝트

독서교육 사례연구

리더특강



승진자를 위한 
MBA 과정

전직원 
독서경영

'역량향상'과 '성과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임직원 역량 향상 교육
(대상별)

임원 승진자 
MBA 과정

●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사업가형 임원'으로 양성

●  선진대학 MBA의 핵심 모듈을 배워 경영의 Frame을 체화

●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해봄으로써 현업의 문제해결 향상

●  경영 시뮬레이션(Capstone)을 통해 다양한 경영환경변수 속에서 
   종합적인 의사결정하고 결과를 분석해 보게 됨

●  기업의 요청에 따라 assessment, 국내외 Field Trip 진행 

팀장 승진자 
MBA 과정

●  고성과 창출을 위해 팀장으로써 역할 수행 중심으로 교육

●  선진대학 MBA의 핵심 모듈을 배워 경영의 Frame을 체화

●  시나리오 기반으로 현업의 문제해결, 사람관리/육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실습

●  배운 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팀장매뉴얼 제공

핵심인재 
MBA 과정

●  기업마다의 '핵심인재 대상과 정의' 에 따라 철저히 맞춤교육으로 진행
●  기업 리더십 파이프 라인에 따라 리더십, 역량/스킬 등 세분해서 제안

여성대학

●  리더십과 본업의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여성리더로 육성

●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여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도를 올림

●  조직의 비전체계를 공감하고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몰입하며 
  일하는 방식 교육

MBS

●  독서는 직원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고 업무에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최고의 교육법

●  경제, 경영 및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연간 40권 선정하여 저자 직강으로 이뤄짐

●  저자의 강의는 물론, 비하인드 북 스토리 공개, 질의응답을 통해 
  책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정보 공유 

●  도서, 녹취록 등은 기업의 선택사항임



시장의 Value를 
만들어 가는
마케팅 과정

성과로 말해주는 
 영업과정 Big 4

'역량향상'과 '성과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임직원 역량 향상 교육
(경영 주제별)

aSSIST
마케팅 8 points
마스터 과정

●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팅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론을 
   배우기

●   우리 기업의 최근 마케팅 이슈 8가지를 배우고 미니 워크숍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이아디어를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

넛지 마케팅 
과정

●  넛지 마케팅의 본질 이해

●  넛지 마케팅의 8단계를 이해하고 실습

●  똑똑한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만들고 발표

대박상품 개발 
과정

●  '신제품 만들기'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대박 상품을 

   만드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배우는 과정

●  출시를 하더라도 대박의 확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습

aSSIST
영업마스터 과정

●   궁극적으로 탁월한 영업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로 육성

●   aSSIST가 특허 받은 '3S영업모델' 습득
   *3S란 = Strategic, Systematic, Scientific Selling 

●   강사진은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갖춘 국내 최고 교수진과 
   기업 영업부문을 이끈 최고 리더들이 강의

대박 세일즈맨 
양성 과정

●  세계 최고 장사꾼의 ‘세일즈 비밀 5가지’
●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A to Z (Approach Know-how)
●  성과로 이어지는 세일즈의 마무리 방법
●  나만의 영업철학 슬로건 만들기

신규개척 
세일즈 과정

●  마케팅 관점에서 새로운 신규고객 창출 방법습득

●  사전 서베이를 통해 사례 수집 후 
   ❶ 영업상황 제시하고 ➋ 마케팅적 접근 영업 방식과 
  ➌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해 봄

글로벌 영업 
AtoZ 과정

●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계약실무, 협상,해외전시 마케팅, 영업 역량 향상, 
  글로벌 신사업 기획 등 핵심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

●  KOTRA 실무 팀장, 국내 최내 기획사 팀장, 국제 변호사, 컨설팅 대표로 
  이루어진 강사진과의 생생한 사례 중심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넘어서기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리더십

 aSSIST 특화 교육

창의·융합 리더십

●   기업이 리더의 경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해왔다면 앞으로는 외부의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리더의 기민성이 매우 중요

●   맥킨지 선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리더십이 가져야 하는 자질 5가지 
   -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증폭성,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향상 하는 리더십 과정 

질문 리더십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창조, 변혁, 융합’ 등이 리더의 중요한 자질. 이를 위해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으로 더욱 부각

●   질문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성과를 내는 방법을 배우고 Activity를 통해 현장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 찾기

●   핵심 내용: 질문의 힘, 기업의 질문 능력, 질문 커뮤니케이션, 혁신 아이디어 찾기

몰입의 리더십

●   우리 직원들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리더십
●   조직을 한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몰입 프로세스'를 배우고 적용
●   조직을 가장 쉽게 변화 시키는 방법

최고경영자 
최신화과정

●   'aSSIST 메커니즘 전략캠퍼스' 주관

●  CEO, 마케터 및 전략기획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과 산업의 메커니즘을 빠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과 전략기획에 특화된 혁신적인 교육 과정

빅데이타 분석 
전문가 양성

●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타'를 활용해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과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 양성

●   빅데이터MBA 주임교수가 총괄하여 기업 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Edu-consulting 방식으로 진행

●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7단계로 진행: 
   데이터 정의부터 데이터 분석 플랫폼 prototyping, architecture, 구축 등

사내벤처 & 창업 과정

●   예비 창업자(Startup)와 사내벤처팀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필수 경영역량을 강화

●   북유럽 최대 창업 컨퍼런스인 '슬러시(SLUSH)'의 참여기업에 선정될 정도의 필수 경영역량에 대한 

   지식함양.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환경변화, 시장조사, 재무 구조, 수익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Business Model로 작성, 발표

국제공인 
구매공급전문가(CPSM)

●   aSSIST-CPSM 과정은 자격증 취득을 넘어 구매·공급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진정한 
   구매·공급전문가 양성

●   전략적 구매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새로운 수익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달성을 위한  

   공급관리의 연속성 확보

●   삼성 에버랜드, 포스코, 오라클 등 인하우스 교육으로 진행



기업에서 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경영 특강, 워크숍

No 강의주제 시간

1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빅데이터의 경영전략 활용 2H

2 ●   유니콘 경영전략: 4차 산업혁명과 신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2~3H

3
●   신사업을 창조하는 경영 전략
    -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가지 창조적 전략, 4FACT 3H

4 ●   스스로 일하고 몰입을 만드는 동기부여의 비밀 2~3H

5 ●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넛지마케팅' 2H

6 ●   B2B마케팅, B2C처럼 해야 성공한다 2H

7 ●   대박상품을 만드는 특별한 비밀 2H

8 ●   세계 최고의 장사꾼으로부터 배우는 세일즈의 비밀 2.5H

9 ●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 프로세스 2.5H

10 ●   혁신의 시작, 파괴적 사고(Disruptive Thinking) 2~3H

11 ●   어떻게 신규고객을 창출할 것인가 2H

12
●   불황의 그늘을 떨칠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발하라: 
   신유통 솔루션 전략 2H

No 강의주제 시간

1 우리 기업 '대박 상품' 만들기 8~16H

2 조직을 한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몰입 프로세스' 16H

3 조직을 가장 쉽게 변화시키는 '스위치 1, 2, 3' 4~8H

4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 프로세스' 4~8H

5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인 '4D 창조혁신 과정' 16~24H

특강 Best 12

워크숍 Best 5



임원 ~ 대표급
인하우스 과정

핵심인재
(차부장, 과장, 대리) 
대상 인하우스 과정

의료원 
핵심인재 과정

현장맞춤 
세일즈  트레이너 
양성 과정

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주요 Reference

S기업 L과정 ㅣ 임원~대표 17명

목표 ●   Global Standard 수준의 Leader 육성 및 Cross-Functional Perspective 제고

기간 ●   총 9개월, 128시간

특징
●   S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거시적, 장기적 경영전략 도출
●   해외선진기법 학습과 실제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Case Study, 토론

커리큘럼 ●   MBA 교과: 8개 모듈 (교과목 내 사례분석 비중 높음)

D1기업 T과정 ㅣ 대리 말~과장급 30명 구분 D1기업 C과정 ㅣ 차장~부장급 핵심인재 20명

●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통찰력 배양

목표
●   D기업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 조직역량을 갖춘 실전형 차세대 인재 육성

●   총 9개월, 총 156시간 기간 ●   총 12개월, 총 234시간

●   MBA커리, 특별강연 및 Activity를 통한 
   미래의 핵심리더에게 필요한 통찰력 향상

특징
●   해외 Field–Study(36시간) 포함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방문 및 현지 수업 진행)

●   MBA 교과: 6개 모듈+특강 및 워크숍
●   경영시뮬레이션

커리
큘럼

●   MBA 교과: 10개모듈,해외과정: 3개 모듈(2주)
●   경영시뮬레이션, 비즈니스 프로젝트

Y의료원 C과정 ㅣ 파트장급 이상(간호직/사무직/기술직) 핵심인재 50명

목표 ●   경영자적 시각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중간관리자 육성

기간 ●   총 3개월/총 48시간

특징
●   기업의 issue를 MBA교과와 접목, 경영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실무중심형 중간관리자 과정
●   의료원 전반에 전파될 수 있는 집단 지능화, 변화와 혁신 확산

커리큘럼
●   MBA 교과: 8개 모듈 
●   Y의료원 발전 프로젝트

K기업 S과정 ㅣ 전국 지사 영업사원 총 96명

목표
  ●   지사 성과향상을 위한 최정예 현장 Trainer 양성
  ●   현장맞춤 세일즈 스킬 코칭역량 확보

기간 ●   총 3개월, 총 73시간/반 (단기 집체교육)

특징

●   선발된 영업사원들을 Sales Skill Trainer로 양성하는 교육
●   지도 대상 영업사원 별 현재의 영업활동 현장 분석 및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방안을 
   토의하여 도출

커리큘럼

●   [모듈 1 & 모듈 3] 사전 진단(지사 인터뷰)에 따른 주요 세일즈 코칭 스킬 교과: 
   15과목+액션러닝(Action Learning)

●   [모듈 2] 현장 OJT 수행 및 점검



믿고 맡기는

aSSIST Premium 
교 육 운 영

국내 및 미국, 유럽 대학 등 폭넓은 교수진을 통해 High Quality 교육진행

'과정전담 디렉터제도'를 실시하여 주임교수, 전담팀장/운영진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과정 운영 시 기업의 교육담당자에게 수시로 중간보고, 내부 피드백회의로 발빠르게 개선하고 실행

process 
교육운영 보고 프로세스

: 철저한 운영보고를 통해 발생하는 교육 Needs, 만족도 및 상황에 대처하여 교육 운영 보완 

우수교수진과 전문강사진의 수업 학사시스템 등록 및 관리

학사관리 및 교무책임 담당디렉터제 엄격한 상호평가 진행

Quality Control System 성적 및 과제 관리

기업 특성 반영한 전문교재 개발 철저한 출결관리

참여식학습: 그룹토의,시뮬레이션,BP 프로그램 중간/최종 운영보고

교육운영 학사관리

최종평가
운영보고

중간평가
운영보고

교육생 및 HR 담당자 의견 상시 반영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aSSIST의 강의를 경험할 수 있는 

초청권을 보내드립니다.

Since 1995

Tel: 02-360-0740/0724     E-mail: edu@assist.ac.kr기업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