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SIST
AI · 전략경영 석사

경영자를 위한 비즈니스 중심 인공지능 과정

코딩,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인공지능 비즈니스 접목 방안/사례 집중교육

1년 2학기 24학점, 핵심만 빠르게 학습하고 졸업

AI · 전략경영 석사 



aSSIST

AI · 전략경영석사

교수진

●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핵심개념 학습

●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있는 기업책임자들로부터 AI 활용법 학습

●    경영전략에 AI기술을 연계시키는 최고의 전략경영 교수진

특징

●    1년 2학기 단기 집중교육으로 일과 학습 병행에 최적화

●    실천지향적, 현장지향적 커리큐럼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AI기반 사업계획서를 졸업요건으로 작성 

●    2명의 지도교수 밀착지원으로 학생만족 극대화

동문

●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개발자 중심의 핵심인력들이

   공동으로 그룹스터디

●    기업인, 교수, 언론인, 예술인, 정치인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핵심인력들과 교류하며 학습 

AI·전략경영석사    1YEAR ROAD



수업시간 18:30 ~22:30 (금) / 08:30 ~ 17:20 (토)

강의장소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서대문구 대현동)

졸업이수 요건

단수학위 (1년)

복수학위 (1.5년)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8월

3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선택과목 해외과정 및 졸업

커리큘럼

2022학년도

봄학기 (12학점)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  AI 구현도구 (Python)
●  AI 적용사례 심층연구 1 빅트리(금융투자분야)
●  AI 적용사례 심층연구 2 모두의 연구소 (Start Up 100, 교육분야)
●  AI 적용사례 심층연구 3 제이마플 (IT분야)
●  AI 적용사례 심층연구 4 딥바이오 (Start Up 100, 의료분야)
●  AI 비즈니스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
●  AI와 전략경영
●  마케팅분야 최근 동향과 AI적용사례
●  생산관리 분야 최근 동향과 AI적용사례

2022학년도

가을학기 (12학점)

●  경영자를 위한 AI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딥러닝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딥러닝 컴퓨터 비전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강화학습과 최적화문제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딥러닝 자연어처리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AI 기반 DX(Digital Experience)와 AI 앱 구현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개인화 추천시스템의 이해
●  AI 프로젝트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졸업

3월 or 9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2월 or 8월

전공선택 BP MBS 경영자독서모임 합계

21학점 이상 3학점 1학점 25학점 이상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8월 3학기 2월

3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해외과정 선택과목 졸업



aSSIST의 모든 교육프로그램, 학사운영,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실행은 차별화된 교육철학인 

‘ 지속경영 -4T ’ 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 국내 최초 석 · 박사 경영전문대학원 ’, ‘ 국내 최초 

윤리경영교육기관 국제 선정 ’, ‘ 국내 최초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설 ’ 등 21C 경영 패러다

임을 선도하고 있는 The First Mover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을 선도하는 The  First Mover

aSSIST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과목별 온 · 오프라인 강의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강의개설 및 교수배정을 통해 수준 높은 강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

한 수강생 전원은 ‘강의만족도’, ‘교수진’, ‘강의자료’ 등 각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철저한 

내부 원칙에 따라 차 기수 해당과목 개설 및 교수선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Course Evaluation & Feedback System 운영을 통한 수준 높은 강의 퀄리티 유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aSSIST는 MBA/Ph.D 중심의 국내 최초 경영전문대학원이며, AI를 

경영학과 연계시킨 4차산업시대에 최적화된 대학원입니다. aSSIST는 

해외 유명대학(핀란드, 미국, 스위스, 중국, 영국 등)들과 복수학위과정

을 운영하여 aSSIST와 해외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합니다.



과정 특징

과정 소개

지원 방법

스위스 프랭클린대 (FUS) AI • 전략경영 석사 복수학위 과정 소개

프랭클린대(FUS)는 1969년에 설립된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에 인증 받은 

전세계 유일의 사립대학이며, 실무중심의 글로벌 대학으로 세계 유수기업 및 동문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합니다. 또한 UN 산하기관(UNITAR) 및 다국적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스위스 프랭클린대(FUS) AI · 전략경영 석사 과정은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와 aSSIST가 

협력하여 설계한 석사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양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FUS EMBA와 

aSSIST AI  · 전략경영 석사를 복수로 취득하게 됩니다.

FUS 복수학위는 선택사항이며, aSSIST AI · 전략경영 석사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입학상담은 수시로 진행되며,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 및 본 과정의 주임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최일선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    현장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

●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습설계

●    해외유학보다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학위 취득 가능

지원 자격 구비 서류

국내 · 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공통]

  ·  서류제출확인서 (소정양식)

  ·  aSSIST 입학지원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aSSIST 수학계획서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복수학위 추가서류]

  ·  영문이력서 (소정양식)

  ·  FUS 입학지원서

  ·  영문졸업증명서 1부

  ·  영문성적증명서 1부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  영문추천서 1부 (자율양식)

  ·  영문수학계획서 (FUS Motivation Letter, 소정양식)

  ·  여권 사본 1부

   * 전형일 기준 2년 내 토익 700점

      토플 iBT 79점 이상 또는 별도 English Course 이수로 대체 가능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하여 제출

※ 영어성적은 합격 후 추후 제출 가능

※ 해외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조회동의서 (소정양식)

국내 최초의 AI 기반 경영 석사 과정 (aSSIST AI • 전략경영 석사 + FUS  EMBA)

스위스 프랭클린대학교 FUS(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46, Ewhayeodae 2-gil, Seodaemun-Gu, Seoul 03767, Korea

www.assist.ac.kr  I  www.fus.edu

주요  FACULTY

표정호 교수

aSSIST AI·전략경영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박사(국제경영 및 경영전략 전공)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전략경영과정 수료(AI기반 경영혁신 및 창업전략)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現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순천향대 기획처장, 산학협동본부장, 학장 역임)

現 AI비즈니스 연구소 소장, 중견기업연구소 감사

前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

前 중기청 자문교수, 중기정책 심의위원

前 삼성전자, 두산, 농심 등 많은 기업 자문

한중경상학회 회장 맡아 한중교류 기반구축

한국CEO학회 회장 맡아 기업지배구조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회장으로 해외현장사례 연구

한국중견기업학회 창립회장으로 기업생태환경 연구

전략적 업적평가시스템, 재미있는 경영이야기 등 많은 저술활동

이병욱 교수

aSSIST AI·전략경영 주임교수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전산학과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교수

現 인공지능연구원(AIRI) 부사장

現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금융위원회 연구모임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특금법 후속조치 TF’ 위원

2021 금융발전유공  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정보센터 / 네트워크&블록체인 

자문위원

前 BNP Paribas Cardif 전무/ Chief Sales & Marketing Officer

前 삼성생명 주식회사 수석 / 마케팅 개발

前 보험넷㈜ Founder & CEO

前 LG 전자 연구원

AI · 전략경영 주요 동문

강** 세종솔로이스츠 감독, 고** 중앙일보 기자, 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 경인방송 대표, 김** 브레인콜라 CEO, 김** 명지대 스포츠학과 명예교수, 김** 삼성물산, 김** 

아이콘루프 이사, 민** 플로리다 걸프코스트대 교수, 박** 인하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박** 체인브릿지 CEO, 박** ㈜ 이글아이 컴퍼니, 박** 빗썸 글로벌 CEO, 박** TKN Advisors 

부대표, 백** NH 투자증권, 양** 덕승재 CEO, 연** 스마투스, 유** 민생당 국회의원, 유** 홈플러스 이사, 유** KB금융지주 팀장, 윤**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윤** 서울대 

생활과학대 교수, 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 ㈜대창, 이** 현대중공업지주, 이** 서울대 생활과학대 교수, 이** 한국조선해양 상무, 이**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임** VORONOI 

이사, 정** 주식회사 고견, 정**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허** 울산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 前 삼성물산 전무, 박** ㈜ 이글아이컴퍼니 CEO, 

박** 케이씨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이**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정보부안 부장, 정** 주식회사 고견 CEO

문의

표정호 주임교수       T. 02-360-0724       E. jhpyo@assist.ac.kr 

이병욱 주임교수       T. 02-7012-2722     E. justin.lee@assist.ac.kr

이창우        T. 02-360-0736       E. cwlee@assist.ac.kr 

박정우        T. 02-360-0732       E.  jwpark@ass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