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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TOP 1%, 미국 최상위권 연구중심 대학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뉴욕 주(州)에 64개 독립대학을 보유한 뉴욕주립대 교육시스템 내에서

America’s Best Colleges 100

큰 규모와 우수한 커리큘럼으로 인정받는 4대 캠퍼스 중 하나입니다.

Top 20 Best Value Public Colleges

1957년 설립되어 IT, 생명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이루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하고 있으며 2,600여명의 교수진과 25,000여명의 학생이 미국 현지기업들과 활발한 산학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공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Stony Brook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MS in Technology Management

www.stonybrook.edu
stonybrook.assist.ac.kr

Tel. +1 631 632 7171
Tel. +82 70 7012 2225

TOP 1%
of all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공계가 강한 대학
차세대 테크노경영리더 양성
이공계가 강한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진행하는 기술경영과정으로 이공계 출신 기업
실무자에게 경영학적 역량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CTO(최고기술경영자)
및 테크노경영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전세계 대학 중
1% 최상위 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교육의 우수성과
명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술경영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술기반 산업 및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이
중견 관리자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테크노 관련 전문성과 경영학적 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산업, 그리고 기술 간의 융합이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 기술을 접목한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대 커리큘럼 도입
경영전반과 테크노 이슈를 접목하고 최신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에 따라
이공계 출신에게는 경영 마인드와 전략적 사고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인문계 출신에게는
최신 테크놀로지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경영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anager Level
MBA

직장병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교육일정

international

기업의 핵심인재들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정이 구성되어 수업시간에

innovation

insight

aSSIST MBA 학위

배운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인재를 위한 100% 영어강의 진행
integration

Technology
Management
SUNY SB MS-TM 학위

교수진의 강의, 토론, 질의응답, 프로젝트 등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 따라
영어로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해나가면서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Program Schedule
교육기간 : 총 1년 6개월 (해외과정 포함)

1년차
3월

4월

5월

6월

1학기

7월

8월

2년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학기

NRP

4월

5월

6월

7월

3학기

8월

졸업

※ 뉴욕주립대 본교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7~8월에 진행되는 약 3주간의 해외현지 수업이 필수입니다.
※ NRP: New York Residence Program

Curriculum & Project
Technology Management 분야로 전문화된
Intensive Program으로 필수적인 경영지식과
선진 테크놀로지 지식을 접목할 수 있도록 경영
학 기초과목(회계, 재무, 통계 등)과 테크노경영
전략,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General Management
경영학 공통 모듈을 통한
통합적 경영마인드 함양

Technology Management
Technology, IT 관련
모듈을 통한 기술산업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

Managerial Economics
International Business, Technology and the Economy
Leadership, Team Effectiveness an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Basic Financial Accounting
Ethics, Corporate Governance and Control Systems
Data Analysis for Technology Managers
Basic Marketing Principles and the Information Economy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s Management for Technology Organizations
HRM for High Technology Environments
Finance A
Technology Management and Strategy
Negotiation Strategy
Managerial Accounting for High Technology Organizations
Management Science for Technology Managers
Marketing of Technology Based Products
Technological Management and Emerging Industries
Role of Technological Standards
Finance B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Business Strategy: Capstone Course
Business Project A
Business Project B

Project
프로젝트 작성을 통한
실무 비즈니스 접목

※ 상기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일부 개설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NY MBA programs

SUNY 64 Campuses in New York

MS in Technology Management
MS in Accounting

University at Buffalo

MS in Finance
MBA in Accounting
University at Albany

MBA in Finance
MBA in Marketing
MBA in Health Care Management

Binghamton University

Main Faculty
Jong-Shik Kim
- Professor and Program Director MSTM
program of SUNY SB & aSSIST
- Management of Technology, Global
Management and HRM, and Leadership

Manuel London
- Dean, College of Business of SUNY SB
- Corporate Governance, Ethics

Dmytro Holod
- Associate Dean College of Business of SUNY SB
- Corporate Financ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Robert E. Ettl
- Marketing Principles and Information Economy

Alumni
✽ 평균연령 : 40대 초ㆍ중반

✽ 평균경력 : 12년 내외

Aristotle T. Lekacos
-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Strategic,
Entrepreneurship, Innovation, Simulations
금융

Aaron Kim
- Mathematics, 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Finance and Statistics

교육 및 컨설팅

언론
4.6%

기타
1.1%
5.8%

3.7%
미국

5.8%

공공기관

16.2%

6.9%

Richard Chan

유럽

9.1%

기업분야

기업국적

-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echnology Entrepreneurship

Lily Cushenbery
- Leadership, Team Effectiveness an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기타
(제조/건설/유통)

69.9%
이공계(IT, 생명공학)

Experience True Internationality
SUNY

NEW YORK
Residence
Program*
NEW YORK Residence Program(HRP)은
매년 7월 중순-8월 초순경 약 3주간 진행됩니다.
뉴욕 스토니브룩 현지 캠퍼스에서 전일제 수업과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업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양지로서의 롱아일랜드와
전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 맨하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WE GO FAR BEYOND
THE EXPECTED

76.9%
대한민국

MS in Technology Management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대학원
Entry Requirements
국내, 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Application
구분

일정

접수방법

내용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방문 및
우편접수
1차
서류제출

●
●
●
●
●
●

홈페이지

Class

(stonybrook.assist.ac.kr)

또는
개별문의

수업시간

온라인

서류제출확인서 1부 (소정양식)
입학원서 1부 (소정양식)
영문이력서 1부 (소정양식)
(해외학위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조회동의서 1부(소정양식)
국문재직증명서 1부 (현 직장)
영문졸업증명서 1부 (인터넷 발급)
영문성적증명서 1부 (인터넷 발급)
반명함판 사진 1매
여권사본 1부

*별도 안내 (전형료 납부, \30,000)

면접

일정 추후 안내

합격 발표

개별 메일 안내

금 19:00~22:45 / 토 9:00~17:30

영문성적증명서 1부 (원본 압인 필수)
국문성적증명서 1부 (원본 압인 필수)
영문추천서 3부 (추천인 3인)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원본, 인터넷 발급본 불가)
*최근 2년 내 토익 650점 이상 혹은 토플 iBT 85점 이상
(영어권 시민권자,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면제)

●
●

강의장소
aSSIST(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방문 및
우편접수

2차
서류제출

강의방식
100% 영어수업
※ 일부 과목 일요일 수업

온라인

➊ 입학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의 영문 이름은

●

*별도 안내 (전형료 납부, $100)

※ 구비서류 소정 양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www.ass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이 3.0/4.0 미만일 경우 소속사 대표급 이상의 추천사가 필요
※ 2차 서류제출 시 인터넷 및 팩스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상 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 원본은 본인 출신대학에 전화하셔서 본교로 우편발송 하셔도 됩니다.

공인영어성적

Note

●

●

전형일 기준 2년 이내 토익(TOEIC) 650점 이상 혹은 토플(TOEFL) iBT 기준 85점 이상
영어성적 면제기준 : 아래 1가지 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면제 가능
①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 ②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 시, 온라인 출력본이 아닌 우편을 통해 수령한 성적표를 제출

●

Contact Information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➋ 입학지원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SSIST

Tel. 070-7012-2225

e-mail. cwlee@assist.ac.kr

Stony Brook

Tel. +1-631-632-7476

e-mail. Marie.McCallion@stonybrook.edu

➌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http://stonybrook.assist.ac.kr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www.facebook.com/stonybrookinseoul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SUNY SB : Stony Brook, NY 11794-3775, USA
aSSIST: 46, Ewhayeodae 2-gil, Seodaemun-gu, Seoul 03767,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