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First Mover 
인공지능 현업 솔루션을 위한 교수, 동문 간 네트워크 강점 

 AI 경영교육을 리드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MBA

  디지털혁신 세계 1위 스위스의 프랭클린대 복수학위 MBA  

aSSIST AI(인공지능) MBA
모집요강 (2023년 3월 입학)

현업병행 • 주말수업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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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2-360-0783   E mskim3@assist.ac.kr

www.assist.ac.kr

전형일정 입학문의

원서접수 일정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 2022년 12월 26일(월) 2022년 12월 30일(금) ~ 2023년 1월 5일(목) 개별통보

※  원서제출 마감기한과 관련된 개별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학인터뷰 일정 개별 통보합니다.(일정 조정 가능)

※  원서 제출시기와 별개로, 온라인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세계 유수대학과 복수학위 MBA, 석•박사과정 운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해외대학 복수학위 과정을 지난 1995년부터 

국내에서 최장 기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입학생은 국내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와 함께 핀란드 알토대, 미국 

뉴욕주립대, 스위스 프랭클린대를 비롯해 중국 장강경영대학원, 대외경제무역

대, 서남재경대, 산동대, 란저우대 등 해외 명문대학의 복수학위를 최단기간인 

1년 반 이내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st 12,000+
학위 5,500+

비학위 6,500+

졸업생 배출

200+
교육파견 기업 수

89%
(2017년 상반기 졸업생 조사)

현업 적용도

4T
eThics, Teamwork

Technology, sTorytelling

aSSIST 교육철학

93%
(2017년 상반기 졸업생 조사)

추천 의향

국내 최초 MBA 과정 개설
(핀란드 알토대학교 경영대학)

First Mover

디지털혁신 세계 1위 스위스의 50년 전통의 명문 대학 프랭클린대와 함께 같은 

기간(1.5년)에 2주간의 스위스 현지 ‘AI Boot Camp’(2과목)을 포함해 총 5과

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국내와 해외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

램입니다. 프랭클린대는 스위스와 미국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증 받은 전세계 유

일의 대학으로 UN기관 및 다국적기업과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으며, 유럽 및 중동의 부유층 자제가 선호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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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류목록 부수 비고

aSSIST
AI MBA 

서류제출확인서 1부
소정양식

aSSIST 입학지원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국문) 1부

프랭클린대 AI 
복수학위 MBA 

서류제출확인서 1부

소정양식
aSSIST 입학지원서 1부

프랭클린대 입학지원서 1부

영문이력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국문) 1부

※  프랭클린대 입학지원서 및 영문이력서는 준비가 필요할 경우 합격 후 1개월 이내 제출도 가능합니다.

※ EBE(Executive Business English) 수료증(or 공인영어성적증명서), EBE 온라인 교육 무료 (60시간 이수)

※ 학위증명서, 여권사본, 증명사진(반명함판) 등은 추후 제출(온라인 접수 시 사진 첨부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서류 제출 전, 홈페이지 ‘입학안내’ - 

    ‘지원자격’내에서 ‘지원자 유의사항’ 필독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원서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assist.ac.kr) → 입학안내
    → 프랭클린대 복수학위 AI MBA or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MBA
    → 온라인 접수 (전형료 30,000원)

●  구비서류 제출                                                                                                                         

   (우 0376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aSSIST 경영대학원 AI MBA 입학담당자 앞

모집요강

Program Overview
스위스/미국 정부에서 동시 인증을 받은 유일한 대학인 스위스 프랭클린대(FUS)와 aSSIST가 협력하여 설계한 경영

학 석사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양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소 1.5년 내에 aSSIST 경영대학원과 프랭클린

대스위스(FUS) 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 가능합니다.

과정 수업 과정기간 교과구성 이수학점

석사 주말 1.5년

   ●  Course work (aSSIST)
      - 경영학공통, 전공기초 및 심화 

   ●     Business Project / Thesis Writing
      - AI 사례연구 및 논문 및 현업 이슈 솔루션 

   ●  FUS MBA 및 스위스 현지방문 Boot Camp  

45학점

※  클래스 및 세부전공(Track) 선택 가능: 단수학위(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MBA) 혹은 복수학위(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MBA + 프랭클린대 
EMBA)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AI · 빅데이터, AI · 전략경영, 디지털금융 · 조세, 블록체인 · 보안, 디지털예술경영 등 Track을 선택합니다.

※  학위기에 세부전공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각 세부전공별 해당 전공과목 최소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는 2022년 기준으로 학기별 교육비는 추후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에는 수업료 뿐 아니라 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부교재/주교재, 통계프로 

그램 제공비, 주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외 체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교육비 안내 학기 입학금 수업료 총납입금액 납부시기

Course Work

(1~3학기)

700,000 9,700,000 10,400,000 2023년 2월

 9,700,000 9,700,000 2023년 8월

 9,700,000 9,700,000 2024년 2월

해외집중과정

(LRP)
 9,700,000 9,700,000 2024년 7월

※  LRP(Lugano Residence Program) : 스위스 루가노 프랭클린대 해외집중과정(약 2주)

※  구비서류 소정양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 (www.assist.ac.kr) → 입학안내 

→ 프랭클린대 복수학위 AI MBA or 서울과

학종합대학원 AI MBA  → 구비서류 다운로

드 가능

구비서류

aSSIST-프랭클린대스위스(FUS) 경영학 석사 모집요강(2023년 3월 입학)

● 총 1.5년 과정(해외일정 포함)   

   Course Work 1년 + 논문 혹은 BP 작성 6개월 

※  수업은 금요일(18:30~22:20), 
토요일(08:30~17:20 ) 주말수업으로 진행됩니다. 

Program Structure & 
Coursework (수업일정)

과목군 설명 모듈 수 학점 교육장소 

aSSIST

경영학 공통   전략, 디지털금융, ICT, 인사, 마케팅, 통계, R1, 파이썬1 8 12.0

서울, 강북

Track별 전공
  AI•빅데이터, AI•전략경영, 디지털금융•조세

  블록체인•보안, 디지털예술경영
Each 9 13.5

AI 공통
  AI 적용사례 심층연구Ⅰ~Ⅴ(금융/바이오/IT/보안/예술)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구축/실습Ⅰ,Ⅱ

7 10.5

BP
  Business Project and Thesis Writing 
  (*2 weights value)

2 3.0

aSSIST Total 26 39

FUS

MBA Ⅱ
  FUS Specialization Modules
  : 3 Lectures by inviting FUS faculty to Korea

3 4.5 서울, 강북

Summer Program
  FUS Specialization Modules
  : Field Study Project, Case Study 

2 3 스위스, 루가노

aSSIST + FUS Total 31 46.5

최소졸업학점 45 1.5년 (3학기)

※  근무경력 합계 5년(60개월) 이상의 경우 최소졸업학점 45학점 중 최대 10.5학점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