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입학자 전원 
유럽 명문 비즈니스 스쿨 학위 취득

정규 교육과정(1.5년) 이수 시, 핀란드 알토대 

(前헬싱키경제대) Executive MBA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입학심사, 졸업과 동시에 졸업심사를 

진행하며, 이는 해외학위 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입학 

승인, 정규과정 외 최소 6개월 이상의 별도 해외대학 
수업이수를 필요로 하는 타 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3,885여 명의 국내 최대 동문 네트워크

1995년부터 24년 간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3,885명 (2018년 8월 기준)의 동문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식나눔세미나, 체육대회, 매달 진행되는 

동문모임, 각종 동호회 활동 등 알토대 한국총동창회를 

통해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총액 

  교육기간

해외 현지 교과과정 참여 (약 2주)

핀란드 알토대(前헬싱키경제대) 해외 현지수업과 

유럽 선진기업 방문(Field Trip)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힙니다. 

(여름 휴가기간 7월 말 - 8월 중순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최상의 교육 퀄리티 
(해외 명문 비즈니스 스쿨 커리큘럼 도입)

교수평가를 통해 검증된 국내외 최우수 교수진을 

초빙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학 필수 과목을 

집중수업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 작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교육성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 2020년 8월 (총 1년 6개월) 

※ 2020년 7월 말 ~ 8월 중순 약 2주간의 현지수업은 핀란드 알토대 본교에서 진행

* 상기 교육비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년 학기 별 교육비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교재비, 간식비 및 해외수업료, 동문회비, 각종 심사비 등 포함이며, 해외과정 항공료 및 체재비는 별도입니다.

최소의 기회비용 / 주말수업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토요일 전일 수업을 통해 

업무 공백 없이 1.5년 만에 주요 경영 역량을 집중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입학금 수업료 총 납입금액 납부시기

국내과정 1학기 (2019년 3월) 700,000 9,700,000 10,400,000 2019년 2월

국내과정 2학기 (2019년 9월) 9,700,000 9,700,000 2019년 7월

국내과정 3학기 (2020년 3월) 9,700,000 9,700,000 2020년 2월

해외집중과정 (2020년 7~8월) 9,700,000 9,700,000 2020년 7월

분야별 심화트랙 학습 

Aalto EMBA 만이 가지고 있는 심화트랙 (GM, 
OMM, IDBM, Entrepreneurship) 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나 현업에 따라 심도 깊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Accredited by: Triple Crown 달성
Aalto EMBA in Seoul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경영대학만을 인증하는 3대 인증인 
“AACSB”, “EQUIS”, “AMBA” (Triple Crown) 를 모두 달성한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3대 인증을 모두 획득한 경영대학은 전세계 0.5%에 불과합니다.

핀란드 알토대
 (前 헬싱키경제대) 

Executive MBA

입학자 전원 유럽 명문 핀란드 알토대 
복수학위 동시 취득
알토대 Executive MBA,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MBA 취득 

현업 병행 가능 주말수업 (1.5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오후 수업 진행

한국에서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No.1 해외복수학위 MBA

모 집 요 강 (2019 봄학기)

2017 Global 100 EMBA 선정 (영국,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7 Europe Business School 32위 (영국, Financial Times Rankings)

2018 Executive Education (OPEN & Custom) 39위
(영국, Financial Times Rankings)

2018 Business & Economics 58위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THE))

Global Top 50 Ranking 

클래스 강북 & 강남 선택 가능
한국어영어 혼용반(강북 - 이대역 대현동)
100% 영어반(강남 - 양재 코트라) 클래스 중 택일



  모집요강

  전형일정(Early Action)

  원서접수

  문의
담당자  이슬 Tel. 02-360-0721    email. slee@assist.ac.kr 

 유석훈 Tel. 02-360-0730    email. shyu@assist.ac.kr 

➊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www.assist.ac.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입학지원서 접수 (전형료: 30,000원)

➋ 구비서류 제출 (우 0376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aSSIST 알토대 EMBA 입학담당자 앞

※ 모든 구비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한 구비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제출 마감기한과 관련한 개별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학인터뷰 일정 개별 통보(일정 조정 가능)

※ 원서 제출시기와  별개로, 온라인 접수는 상시 가능함.

공인영어성적 제출 면제요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은 관련서류 제출 시 공인영어성적 면제 심사가 가능

 (1항) 다국적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항) 영어권 국가 5년 이상 체류자
 (3항)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주 업무를 영어로 했다는 내용의 영문 직무기술서 제출 후 별도 심사 가능

핀란드 알토대(前 헬싱키경제대) EMBA    모 집 요 강 (2019 봄학기)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3년의 직장경력을 포함 5년 이상의 업무경력자 (군경력, NGO활동, 자영업 포함)

구비서류 - 온라인 입학원서 등록, 알토대 입학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영문이력서, 영문추천서 (소정양식), 영문졸업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국문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공인영어성적증명 (원서제출일 기준 응시일 3년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IBT 79점 이상)

- 여권사본, 서류 제출확인서 (소정양식)

- 반명함판 증명사진 1장 

※ 지원자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assist.ac.kr)

※ 입학 지원 시 공인영어성적 없어도 입학지원 가능 (별도 문의, 02-360-0721)

※ 구비서류 소정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assist.ac.kr)
     - 입학지원서류 제출 전, 홈페이지 입학안내 확인 요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을 포함하여 제출

     -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 학력조회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클래스 시간 및 장소(직장병행)

학기별 
이수 모듈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3학기 해외과정

총 36학점

2019년 3월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0년 7~8월

Core Core/Elective Elective & 
Aalto Track

Aalto Track
(약 2주)

Business Project

수업 시간

※ 일반/영어 클래스가 동시에 진행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1개 클래스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특정 클래스가 최소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 18:30~22:20 / 토 08:30~17:20

일반클래스(영어 40%) 강북 캠퍼스(서대문구 대현동 aSSIST)

영어클래스(영어 100%) 강남 캠퍼스(서초구 염곡동 KOTRA)

원서 마감 인터뷰 일정 합격자 발표

~ 10. 31(수) 11. 5(월) ~ 11. 9(금) 11.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