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국내 최초의 AI기반 경영석사과정

     AI기반 현장경영 전문가 양성

     AI기반 국내경영 패러다임 선도

Ⅲ. 현장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

     1학기에 AI 및 AI관련 기초지식 공부

     2학기에 AI관련 국내 경영사례중심 교육

     복수학위경우 3학기 AI관련 해외현장사례 공부

Ⅱ. 복수학위제도(Dual Degree Program)운영 

     국내 최초의 AI전략경영 복수학위(aSSIST석사+FUS EMBA)

     국내과정만 이수시에는 1년만에 졸업하는 단기집중과정

Ⅲ. 오픈 교수제를 통한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AI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이론 및 사례 공부

     현장경험이 풍부한 AI전문가를 통한 실습교육

원서 마감일 면접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

전형일정 모집중 추후 안내 추후 안내

접수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우편발송

전형일정

수업시간 강의장소

(금) 18:30 ~ 22:20 / (토) 8:30 ~ 17:20 aSSIST (서대문구 대현동)

수업 

교육비 학기 입학금 등록금 총 납입금액

1학기 700,000원 9,700,000원 10,400,000원

2학기 9,700,000원 9,700,000원

해외과정 9,700,000원 9,700,000원

3학기 9,700,000원 9,700,000원

※ 해당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❶ aSSIST 입학 지원서 접수 : 홈페이지(www.assist.ac.kr)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전형료: 30,000원)

❷ 지원 서류 우편 송부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전략경영 석사 담당자 앞

모집요강 지원자격 일반전형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구비서류

[공통]  서류제출확인서 (소정양식), aSSIST 입학지원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aSSIST 수학계획서 (소정양식), 영문졸업증명서 1부, 영문성적증명서 1부, 

(해외학위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조회동의서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복수학위 추가서류]  영문이력서 (소정양식), 영문추천서 1부 (자율양식), 

영문수학계획서 (FUS Motivation Letter / 소정양식),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전형일 기준 2년 내 토익 700점, 

토플 iBT 79점 이상 또는 별도 English Course 이수로 대체가능)

영문졸업증명서 1부, 영문성적증명서 1부, 졸업장 1부, 여권사본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하여 제출 

※ 영어성적은 합격 후 추후 제출 가능 

단수학위 (1년)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졸업

3월 or 9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2월 or 8월

복수학위 (1.5년)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8월

3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선택과목 해외과정 및 졸업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8월 3학기 2월

9월 필수과목 I 필수과목 II 해외과정 선택과목 졸업

aSSIST-FUS AI·전략경영 석사 모집요강

입학상담 및 문의      AI·전략경영 석사 주임교수  표정호     T. 02-360-0724     E. jhpyo@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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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