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Journey of Leadership
Transformation

Transform Your Knowledge 
into True Wisdom and 
Better Leadership

Aalto Executive MBA(EMBA)는 세계적인 

권위의 경영대학 3대 인증을 획득하여 

'Triple Crown'을 달성하고, Financial Times

세계 100대 EMBA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럽 

최고의 EMBA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경영역량과 비즈니스 인사이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기업들로부터 핵심인재 교육과정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MBA 프로그램 입니다.

Aalto University Executive Education
Aalto Executive MBA 

www.aalto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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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TO EMBA PROVIDES EXCELLENT INSPIRATION
TO THOSE WHO ALREADY HAVE EXPERIENCE FROM  
CHALLENGING AND DEMANDING POSITIONS IN  
PROFESSIONAL LIFE. THE PROGRAM DEVELOPS 
ONE’S DECISION-MAKING ABILITIES AND STRATEGIC  
THINKING.”

Accredited by:



최신 이론 습득에서 
실무 역량 향상까지

Aalto EMBA 프로그램은 알토대를 비롯한 

세계 유수 비즈니스 스쿨 교수진의 참여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발표 및 과제를 통하여 

최신 비즈니스/경영 이론을 조직 내에서의 

실무 경험에 적용하게 되며,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통한 선택

Aalto EMBA 프로그램에는 북유럽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및 동유럽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십여 개국에서 400명 가까운 

교육생이 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Aalto EMBA를 통하여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문화적 지식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Helsinki Residence Program 

또는 Aalto Executive Summit 등을 통하여 

다문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and Organizational Benefits

●  비즈니스에 대한 융합적 관점 수립

●  전략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적 교수진

●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통찰력과 실무 기술 습득

●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 강화

●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 습득

●  영향력 있는 동문 네트워크

●  풍부한 경험의 교수진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적 과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효과

●  Helsinki Residence Program 참가로 경험 강화

●  7개의 Aalto EMB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

Multidisciplinary.

Innovative.



서울, 대한민국

다이나믹하고 현대적으로 가장 번영한 대도시인 

대한민국 서울은 높은 기술력과 다른 아시아 

시장의 중심지입니다. 

타이페이, 타이완

외국자본에 개방되어 있는 타이완은 

강한 서비스산업과 함께 파워 있는 아시아 

제조업 대국입니다.

포즈난,  폴란드

IT 비즈니스의 번영과 역동적인 민간부분의 

발전으로, 지난 수 십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유럽 챔피언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테헤란, 이란

테헤란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중동의 

두번째로 큰 경제수도입니다.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은 글로벌 리딩 회사들의 동남아시아 

허브도시이다. 알토대 캠퍼스는 의회와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핀란드

활발한 스타트업의 진원지이며, 기술과 디자인의 

중심지인 알토대학교가 있는 핀란드입니다.

GM: Global Management

국제경영의 흐름을 예측하고 올바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학적 안목과 마인드 배양에

초점을 맞춘 실무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DBM: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경영, 디자인, 기술간의통합적 연구와 

프로젝트 및 교육을 통해 디자인 경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육성

을  목표로 합니다.

OMM: Overseas Marketing
Management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교육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실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China Fieldtrip 별도 운영)

Corporate 
Entrepreneurship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Aalto EMBA 프로그램은 매년 3, 9월 2회 개강하며, 총 1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2~3주를 학습 사이클로 한 모듈제로 운영되며, 모듈은 통상 매주 금요일 18:30~22:20, 토요일 08:30~17:20 강의로 진행됩니다. 

모듈은 Case Study, Team Project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모듈은 과제, 자체평가 테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강북캠퍼스(한국어/영어 혼용 일반반, 대현동 aSSIST)와 강남캠퍼스(100% 영어반, 양재 KOTRA)에서 이루어집니다.  

Aalto EMBA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Concentration Tracks을 두어, 
개인의 관심사나 현업에 따라 심도 깊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Program Schedule and In-class Sessions

Core Modules

Concentration Tracks

Aalto EMBA Locations

Pre-module
Individual preparation

2 weeks Module
Intensive face-to face session with 
instructor and peers, exam

Post-module
Individual review

Strategic Manage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Operations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Economics for Executives

Management Accounting 
and Control

Capstone Module

Personal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Corporate Financ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실행을 위한 통찰력 

Aalto EMBA 프로그램의 교육생들은 

비즈니스 프로젝트(Business Project)를 

수행하게 됩니다.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전략적 

비즈니스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Triple Crown 달성

경영대학 세계 3대 인증인 'AACSB', 

'AMBA', 'EQUIS'를 모두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증을 모두 획득한 경영대학은 

전세계에 약 95개 대학(0.5%)에 불과합니다

교육생 프로파일 

평균연령 41.4세

평균경력 13년

Aalto EMBA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6.38/7(91.2%)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

국내에서 1995년 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Aalto EMBA 프로그램은 3,641명

(2017. 2 기준)의 동문들이 다양한 행사와 활

동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동문회를 통하여 최신 비즈니스 

지식을 나누고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elsinki Residence Program(HRP)은 

매년 7월말~8월 초중순 경 약 2주간 진행됩니다. 

헬싱키 Aalto EE의 강의장에서 전일제 수업과 

기업 탐방으로 집행됩니다.

기업 탐방은 Aalto EMBA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의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Aalto Executive Summit에서는 

HRP를 대신해서 12일 간 집중적으로 참여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헬싱키, 포즈난, 싱가포르, 자카르타, 타이베이, 

테헤란 등 다양한 도시의 Aalto EMBA 교육생과 

동문들을 만나고 비즈니스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Summit은 헬싱키와 싱가포르에서 번갈아 

개최됩니다.

Experience True Inter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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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TO
EXECUTIVE
SUMMIT*

THE ANNUAL

Helsinki
Residence
Program*

AALTO
*for participants and alumni of Aalto Executive MBA



THE EMBA IS A TREASURE  
CHEST OF KNOWLEDGE
– AND ITS TRUE VALUE  
DEPENDS ON HOW YOU  
IMPLEMENT YOUR  
KNOWLEDGE INTO PRACTISE  
AFTER THE PROGRAM. THE  
AALTO EMBA PROGRAM  
GAVE ME WHAT I WISHED  
FOR. I AM EXTREMELY  
SATISFIED. I DECIDED TO  
PURSUE AN EMBA DEGREE 
AT AALTOEE.

Anne Tarkiainen
Director
Sovelto



Aalto EMBA 는 3학기 동안 진행되어 전문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5년(18개월) 

과정입니다. 

풍부한 현업 경험을 갖춘 직장인들을 위해 구성된 

MBA 프로그램으로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의 

전략과 재무, 리더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
●  국내, 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3년의 업무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자 

(군경력, 자영업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 추가]
●  산업체에서 학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받는 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Tel. 02-360-0721   l   Email. whkim@assist.ac.kr

Tel. 02-360-0730   l   Email. shyu@assist.ac.kr

www.assist.ac.kr

  www.facebook.com/aaltomba

  blog.naver.com/mba_angel

Aalto Executive MBA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직자전형은 경력에 따라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필수 요건]
●  All 11 Core Modules
●  Business Project
●  At least 14 elective modules
●  Helsinki Residence Program(3 modules)

Aalto EMBA는 매년 3, 9월에 2회 개강하며, 

3월 개강은 전년도 10월부터, 9월 개강은 당해년도 

4월부터 입학모집이 시작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assist.ac.kr) 또는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alto EMBA의 입학설명회가 매 학기 진행됩니다.

입학설명회에서는 본 과정의 주임교수와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MBA시장과 커리어 등 입학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alto EE: Mechelininkatu 3 C, 00100 Helsinki, Finland
aSSIST: 46, Ewhayeodae 2-gil, Seodaemun-gu, 03767 Seoul, Korea

Aalto University Executive Education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program.

A Journey of Leadership
Transformation

Aalto Executive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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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TO EMBA PROVIDES EXCELLENT INSPIRATION
TO THOSE WHO ALREADY HAVE EXPERIENCE FROM  
CHALLENGING AND DEMANDING POSITIONS IN  
PROFESSIONAL LIFE. THE PROGRAM DEVELOPS 
ONE’S DECISION-MAKING ABILITIES AND STRATEGIC  
THI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