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Coaching MBA 
 Swiss-Korea Dual Degree Program 

- Dean of Executive Education & Global Outreach

- Expert practitioner of self-organization principles

-  Designed and taught Collaborative Leadership course   

at Harvard University

- (주) 하우코칭 대표, Ph.D

- 비즈니스 코칭 업계를 선도하는 코치 (PCC, KSC)

-  FUS Global Coaching MBA 교수 (現)    

리더십 코칭 학과 교수 (前 숙명여대, 성균관대)

Carlo Giardinetti, Dean  

“At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we are excited to launch this new MBA in partnership with aSSIST.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organizations are constantly transforming and 

so are their people. Change is a human dynamic that requires support and professionalism and for this 

reasons coaching is the skill of the 21st century. We believe this exciting new MBA will help training the 

new generation of coaches necessary to support business in the VUCA world.”

4차 산업 시대인 지금 어느 때보다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성원의 강점을 봐주고, 개인이 창의적 주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집단 지성이 활발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코칭 리더십은 리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Global Coaching MBA는 학문과 하우코칭의 비즈니스 코칭 노하우의 조합을 통해 ‘조직 리더’는 실력 있는 코치형 

리더로, ‘코치’는 리더를 코칭 하는 코치로, ‘HR 관련자’는 코칭 조직 문화를 이끄는 HR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현미숙대표 추천사

“밀레니얼 세대와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변화들로 인해 창의적인 인재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코칭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설계된 코치와 

리더를 양성하는 Global Coaching MBA 복수학위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코칭전문 리더 양성 과정

DUAL ACCREDITATION (스위스, 미국 동시 인증)

2010년 미국 인증  2013년 스위스 인증

중미 고등교육 위원회(MSCHE) 인증 획득 스위스 인증 및 품질보증 기관 인증 획득



스위스 프랭클린대학
(FUS,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경영교육을 선도하는 석·박사 중심 경영대학원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프랭클린대학교(FUS)는 1969년에 설립된 스위스 및 미국 정부에서 동시에  

인증 받은 전세계 유일의 사립대학으로 실무중심의 글로벌 대학으로 세계 유수

기업 및 동문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하며 UN 산하기관(UNITAR) 및 다국적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프랭클린대학교 홈페이지 › https://www.fus.edu

aSSIST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https://www.assist.ac.kr

aSSIST 경영대학원은 200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석·박사 중심 경영전문대학원

입니다. 지속경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문 경영인재 양성을 목표로 MBA 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 CEO/임원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경영대학원으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들과 복수학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 창업 명가 핀란드 알토대, 미국 주립대학의 자존심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떠오르는 취업 명문 스위스 로잔비즈니스스쿨과 프랭클린대, 알리바바가 선택한 중국 

최고 MBA 장강경영대학원, 중국 경제관료 배출의 산실 대외경제무역대와 서남재경대, 

중국 20대 명문 산동대와 란저우대 등, 매년 더 많은 글로벌 명문대들이 aSSIST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aSSIST는 세계 최고 명문대들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최고의 코스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aSSIST는 세계 최고 명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증 스위스 인증



●   1년 안에 스위스 프랭클린대학(FUS)과 aSSIST의 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 가능

●   MBA 과정 내 자격 코스 (AICC; aSSIT International Certified Course)를  

통하여 국내 코치 자격 (KAC/KPC)과 국제 코치 자격 (ACC/PCC)  

취득 가능

●   FUS와 aSSIST의 강점만을 접목한 우수한 커리큘럼 및 교수진

●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습설계 (금요일 저녁/토요일 전일 수업 진행)

●  효율적인 시간과 합리적 비용으로 해외 학위 취득 가능

●   코칭 업계의 리더인 하우코칭의 15년간 축적된 국내/국제 코칭 교육과 

비즈니스 현장 노하우를 최고의 전문 코치들을 통해 전수 

본 과정은 양 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FUS와 aSSIST의 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과정
수업
요일

수업
연한

이수
학점

학위취득요건 수여학위

석사

금요일

(저녁)

1년 36학점

[한국 : 2020년 3월 ~ 2021년 7월]

- 국내과정 : 33학점 
Global Coaching MBA

(aSSIST)

Global Executive MBA 

(FUS)토요일

(전일)
[스위스 : 2021년 8월]

- 해외과정 : 3학점

Program 
Features

Program 
Overview

Global Coaching MBA(GCMBA)
 Swiss-Korea Dual Degree Program  

한국 MBA + Global Coaching Executive MBA 

동시 취득 가능(1년)

Dual MBA 
Degree

Dual Coaching
자격 지원 한국 코칭 자격 - KAC, KPC(개인 추가 100시간 실습시)

글로벌 코칭 자격 - ACC, PCC

코칭 실전
역량 확보 학습과 실습의 지속 연계를 통해, 

바로 비즈니스 코치 수준의 실전 역량 확보

폭넓은
Network · 4,200명 규모의 aSSIST 동문 Network

· HR Leader들과의 리더십 현황 공유

2+2

· MBA 학위 2개
  (한국 aSSIST, 스위스 FUS)

· 국내 코치 자격증

· 국제 코치 자격증



글로벌코칭 MBA 과정 : 학습모듈

Basic Modules 

(12 credits)

- Future of Work: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Coaching for Collaborative Leadership

- Global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 Creative Marketing and Design Management   

- Sales Innovation Management 외 6과목 (총 12과목)

Core Modules 

(21 credits)

- Coaching Philosophy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 Coaching Psychology 

-  Business Group Coaching / Business Group 

Coaching: Practice 

- Coaching Supervision 1, 2 

- Group Faciliation 

- Coaching for Career Development 

- Executive Coaching 외 6과목 (총 15과목)

Switzerland 

Resident 

Program

 (3 credits)

[해외] Global Business Coaching

[해외] Global Organizational Coaching with MCC

Curriculum Admission 
Requirements 

Contact 
Information 

※  프랭클린대학교(FUS) Global Coaching MBA 복수학위과정은 매년 3월  

개강하며 입학년도 다음 해 8월 중순에 스위스에서 해외 현지과정이 약 10일간 

진행됩니다.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Application ●  매년 3월 개강 (연1회 개강)

●  1차 원서 접수 : 매년 12월말 

●  2차 원서 접수 : 추후 안내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입학상담은 수시로 가능

장경은 팀장     T. 02-6672-7200 

     E. career_winner2020@howcoach.com

박선영     T. 070-7012-2751 

     E. sypark@assist.ac.kr  

과정구성 : 총 1년

프랭클린대학교(FUS) Global Coaching MBA 복수학위과정은 최신경영학 

트렌드에 맞춘 체계적인 강의와 실습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