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 2.5년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가능 (석사과정1년, 박사과정 1.5년)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의 경우: 영국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 경영학 학사과정 (온라인)을 통해 본 과정 입학 가능 

※ 자세한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압축된 교육설계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20대에 AI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AI 영재 박사과정’

미 래 를 ・ 준 비 하 는 ・ 2 0 대 를 ・ 위 한



과정 특징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석・박사 중심 경영대학원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경영대학원입니다.

★ 세계 명문대학(알토대, 뉴욕주립대, 로잔비즈니스 스쿨, 프랭클린대, 장강경영대학원 등)과 해외복수학위로 

  경영학 석・박사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최고 교수진 구성은 물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초빙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

★ 기업핵심인재교육 NO.1경영대학원, 200여 개 기업이 선택한 경영교육 전문기관

★ 경영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춘 실용적이고 최신화된 글로벌 수준의 세부 특화 전공

1. 압축적 교육과정으로 최단기 AI 박사학위 취득

- 2.5년 만에 한국 aSSIST 경영학 박사(AI 전공), 스위스 FUS DBA 박사 동시 취득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바로 취업 할 수 있는 ‘20대 AI 고급인재’로 양성

2. AI 분야 최신 커리큘럼 설계

- 코딩 기술,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등 AI 핵심 분야 집중 연구 및 교육

- AI 기술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최신화된 응용 전략 커리큘럼 (AI 기술분야 70%, 경영분야 30% 비중)

3. 오픈 플랫폼 교수진 

- 본교 전임 교수진에 한정된 수업이 아닌, 국내외 명문 대학 및 대표기업에서 초빙된 교수진

4. 개방적 랩실 연구 시스템

- 주제에 제한된 랩실 연구가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AI 응용연구가 가능한 다양한 랩실 구성

- 랩실 이동뿐 아니라 복수 랩실까지 참여 가능한 개방형 연구 환경 시스템, 방법론 / 프로젝트 1:1 지도

5. SSCI/ SCI급 최고 논문 게재

- 세계 모든 대학으로부터 최고 교수진을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연구주제에 최적화된 논문지도 

- SSCI, SCI 등 국내 외 저명한 학술지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진행

- 우수한 연구 업적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연구지원금’ 지급

Lab실
AI 뇌과학

 AI 창업

AI 디자인

AI 마케팅

AI 전략경영

AI 빅데이터

AI 언어

AI 자율주행

AI 디지털 금융

AI 시스템 다이나믹스

AI 메타버스

AI와 양자컴퓨터

AI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AI 딥러닝



Fast Track 
가능한 이유

Program 
Structure

aSSIST는 지도교수의 자유로운 변경과 개방형 랩실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우수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대학원입니다.

AI 영재 박사과정은 aSSIST와 스위스 프랭클린대학(FUS)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교의 (aSSIST, FUS) 경영학 학위를 동시에 취득(복수학위)할 수 있습니다.

개강시기  3월, 9월                                                    교육기간  석사 1년, 박사 1.5년 ‣ 총 2.5년

이수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 총 60학점           교육시간  주중 풀타임

총 2.5년 과정 : 석사 1년 + 박사 1.5년

과정 수업 연한 이수 학점 학위 취득요건 수여 학위

석사 주중 1년 24학점 필수 학점 이수 aSSIST AI(인공지능) MBA 석사

박사 주중 1.5년 36학점
• 필수 학점 이수
• 논문 자격 시험 통과, 논문 심사 통과

• aSSIST  경영학 박사 (Ph.D.)
• 스위스 FUS 경영학 박사 (DBA)

석사 1년

Curriculum • AI 경영학 공통         • AI 응용전공 심화         • AI 응용전공 심화 Ⅱ

박사 1년 차 1.5년 차 

Course work
• AI 경영학 전공 (FUS 필수 포함)
• AI 연구방법론

• AI 응용연구 그룹 세미나 & 콜로키움

논문지도
(aSSIST & FUS)

• 1st Supervisor : 논문콘텐츠 지도 (FUS)

                          (FUS 교수진 지도+온라인 지도+스위스 본교 방문)

• 2nd Supervisor : AI 연구방법론 지도

논문심사 (FUS) • 논문심사 (스위스 본교 방문)

Program 
Overview

20대에 AI분야 글로벌 기업에 취직 가능한 고급 인재 양성

- AI 코딩 핵심개발 능력,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과 함께 영어, 논문 집중교육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기업에 취업 가능한 인재 양성

1

AI+@ 연구 가능한 다양한 응용 랩실 구성

- 제한된 AI 연구가 아닌, AI+@의 응용연구 가능한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 랩실 이동은 물론, 복수 랩실까지 참여 가능한 개방형 연구 환경 시스템

2

박사 학위 취득까지 학생을 위한 맞춤지도 시스템

- 지도교수의  자유로운 변경 가능 뿐 아니라 국내외 교수진을 초빙 가능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

- 학생 개인의 연구분야 및 주제에 적합한 최고 교수진을 논문지도 교수로 위촉가능

3

AI 뇌 과학   AI 디자인   AI 전략경영   AI 언어   AI 디지털 금융   AI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AI 딥러닝 

AI 창업   AI 마케팅   AI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AI 시스템 다이나믹스   AI와 양자컴퓨터   AI 헬스케어



교육비

과정 학기 입학금 등록금 기타경비 총 납입금액

석・박사
통합 과정

석사
(1년)

1학기 800,000 9,000,000 - 9,800,000

2학기 9,000,000 - 9,000,000

박사
(1.5년)

1학기 9,000,000 1,175,000 10,175,000

2학기 9,000,000 1,175,000 10,175,000

3학기 9,000,000 1,175,000 10,175,000

Total (해외 복수학위 과정 교육비 별도) 49,325,000

※ 상기 금액은 국내과정 기준이며, 학교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경비에는 교재비, 간식비, 통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포함 됩니다.  

입학상담 및 문의
  박선영 담당자             Tel: 070-7012-2751         E-mail: sypark@assist.ac.kr 

  윤성일 본부장             Tel: 070-7012-2781         E-mail: siyoon@assist.ac.kr

  김문수 주임교수          Tel: 070-7012-2745         E-mail: mskim@assist.ac.kr

모집요강

지원 자격

- 국내외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한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인영어성적 제출: 최근 2년 이내 토익 700 이상 or IELTS 6.0이상 or 토플 80 이상 (합격 후, 추후 제출 가능)

구비 서류

[공통] 

- 서류제출확인서 (소정양식)

- aSSIST 입학지원서 1부 

- 수학계획서 (소정양식)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국문/영문 각 1부 

- 최종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각 1부

- 반 명함판 증명사진 1매

- 해외학력조회동의서 (해외학위 소지자의 경우)

[복수학위 추가서류]

- FUS 입학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영문 수학계획서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토익 700 이상 or IELTS 6.0 이상, 토플 80 이상)

   ※ 공인영어성적 제출 면제 요건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 영어권 국가 학위 소지자)

- 여권사본 1부

원서 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전형료 80,000원)

- 구비서류 제출 

   (우 0376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AI 영재 박사과정 입학담당자 앞

   ※ 구비서류 작성 후 모든 서류를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양식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한 모든 구비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양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 (https://www.assist.ac.kr → 입학안내 →  AI 영재 박사과정)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의 경우

    - 영국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 경영학 학사 학위 취득 후, 본 과정 입학 추천 

       (소요기간 2년: 100% 온라인 수업, 영국 정식 학위 과정 및 영어 ESL 수업 동시 진행) 

    - 자세한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