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과정은 귀하에게 다음 능력을 갖게 해드립니다.

•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자

   : 한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 연출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문화예술 프로젝트 투자자

   :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이 과정은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자: 지도교수가 이끄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기획자/투자자로 참여

• 디지털 역량 강화: 문화예술에 관련된 AI, Metaverse, NFT 등 디지털 기술과 실무 능력 확보

• 스위스 등 유럽 대학에서 수학: 유럽 현지에서 해당 학기에 3주간 수업

• 해외 복수학위 취득: 1.5년에 어시스트와 스위스 등 유럽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

•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동창회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 네트워크 가입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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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예술경영 MBA 담당자 앞

입학상담 및 문의             디지털예술경영 MBA 주임교수  최호현   T 010-3468-7114     E chhbboy@hanmail.net

                                                                주임교수  주송현   T 010-5298-9872     E shjoo@assist.ac.kr

교육기간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8월

3월
경영학공통 

(FUS필수 포함)
전공기초 전공심화 해외과정 및 졸업

입학시기 1학기 2학기 8월 3학기 2월

9월 전공기초 전공심화 해외과정 경영학공통 (FUS필수 포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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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예술경영 MBA 단수학위]

서류제출확인서, aSSIST 입학지원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졸업, 성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예술경영 MBA + 프랭클린대 EMBA 복수학위]

서류제출확인서, aSSIST 입학지원서, FUS 입학지원서, 영문이력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영문학위증명서(졸업, 성적), 여권사본,

공인영어성적 혹은 별도 English Course 이수로 대체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하여 제출 

※ 영어성적은 합격 후 추후 제출 가능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구비서류 항목 참고

aSSIST-FUS 디지털예술경영 MBA 모집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