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알토대 Executive MBA 는  

국내 유일의 유럽 명문 핀란드 알토대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복수학위 MBA 과정으로,  

1995 년 국내 최초로 글로벌 Executive MBA 로 개설되어 한국에서 26 년동안 진행 중인 MBA 입니다. 

핀란드 알토대 Executive MBA 와 aSSIST 경영대학원의 MBA 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정규 석사과정으로,  

현재 핀란드, 싱가폴, 폴란드, 이란, 타이베이 등 글로벌 8 개국에서도 Aalto Executive MBA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aSSIST 는 핀란드 알토대와 26 년 동안 운영 파트너로 본 과정을 한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 알토대학교(前헬싱키경제대)는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 명문 헬싱키경제대, 헬싱키공과대, 헬싱키예술디자인대가  

2010 년 핀란드 정부 주도하에 산학협력 강화로 융합교육을 위해 통합, 출범한 혁신과 창조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입니다. 

 

√ 알토대 글로벌 랭킹  

 

 

√ 국내 유일, 전 세계 0.5% 경영대학만이 획득한 세계 경영대학 인증 “Triple Crown” 모두 획득 

- 세계적으로 검증된 경영대학임을 인증하는 세계 3 대 ‘AMBA’, ‘AACSB’, ‘EQUIS’ 인증을 모두 획득 [기사확인] 

https://www.mba.today/guide/triple-accreditation-business-schools


 √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과정설계, 국내 최단기 1 년 6 개월(3 학기) 주말수업  

- 금요일-저녁, 토요일-오전/오후에 진행되는 직장인을 위한 최적화된 수업 스케줄  

- 국내 최단기 1년 6개월(3학기) 해외 MBA 학위 취득 가능 

- 코로나 19 방역단계에 따라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참여 중 선택 

- 해외출장, 사내행사 등으로 불참 시, 과목 수강/이수가 가능하도록 make-up 제도 운영 

- 중간관리자, 경영자, 승진 대상자를 위한 교과설계 및 학사관리, 빠른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최단기 MBA  

 

√ 국내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현업을 병행하며 유럽 명문 MBA 학위취득!  

- 유학에 비해 학위취득 비용이 저렴하며, 국내에서 대부분의 Course work 을 이수함으로 현업병행 가능 

- Open Platform System 으로 국내외 유수 교수진이 강의, 최신 경영이론과 다양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고, 비즈니스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 
 

√ ‘영어’에 대한 부담, ‘통학’에 대한 불편함 없이 해외 MBA 수료!   

- 한국어 위주 일반반(한국어 70%, 영어 30%) vs 영어 위주 영어반 중 택일  

- 강남/강북 클래스 중 택일 : 통학 용이한 강의장 선택 가능 

- 강남캠퍼스 (서초구 양재 염곡동 KOTRA), 강북캠퍼스 (서대문구 이대역 대현동 aSSIST)  

 

√ 한국 4천여명의 강력한 국내 단일 MBA 최대 동문 네트워크  

- 2021년 2월 기준 한국 내 4,109명의 정규 학위취득 졸업생 배출, 알토대 한국총동창회 동문활동 진행 

- 현직에 재직중인 대표동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봉석 LG전자 CEO,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등 17개 사업 분야의 약 420여명의 Exclusive Alumni가 활동 중 
 

√ Aalto Centration Track 선택 학습 

- 본 과정만이 가지고 있는 심화트랙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나 협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 실무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한 심도 깊은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0 

◈ 국제경영 (Global Management)   ◈ 디자인경영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Start-up) 

◈ 해외마케팅 (Overseas Marketing Management)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 교육기간 1년 6개월(3학기), 2022년 3월 입학 ~ 2023년 8월 졸업 

 

❑ 클래스(선택가능) 

구분 강의장 수업시간 

한국어 위주의 일반반 aSSIST 강북캠퍼스 (서대문구 대현동) 금요일 저녁 18:30~22:20 

토요일 전일 08:30~17:20 영어 위주의 영어반 KOTRA 강남캠퍼스 (서초구 염곡동) 
 

❑ 학기 및 학점 구성  

구분 교과내용 개설과목 개설학점 

국내과정 

1학기 2022년 3월 Core 7 10.5 

2학기 2022년 9월 Core Elective 6 9 

3학기 2023년 3월 Elective 3 4.5 

해외과정 HRP  
2023년 7월말~8월초 

(약 2주) 

해외집중과정 Aalto Track 6 9 

Business Project 2 3 

최소 이수과목 / 이수학점 24 과목 36 학점 

• 과목 당 1.5학점, 24시간으로 구성 

• HRP(Helsinki Residence Program):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 현지 수업 진행 

• Core(전공필수): MBA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졸업 필수과목 

• Elective(전공선택): 학점이수를 위해 선택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 

• Aalto Track(심화트랙): 헬싱키 해외과정에서 수강하는 심화 집중과목으로 개인의 관심사나 현업에 따라 심도 깊은 학습이 가능함 

• Business Project(비즈니스프로젝트): 학습으로 습득한 이론과 사례를 통해 현업의 이슈를 해결해 가는 방법임 

     : 프로젝트 결과물은 회사측면에서 직원 교육과 더불어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output을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교과목 

Core Module Elective Module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국제 마케팅) Design Management (디자인 경영)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New Venture Startup (뉴벤처스타트업) 

Strategic Management (전략경영) Block Chain (블록체인) 

Economics for Executives (기업경영 경제학) Negotiation Strategy (협상전략) 

Capstone Module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앙트레프레너십) 

Corporate Finance (기업재무)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지적 재산권) 

Personal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개인/조직 리더십) Data-Driven Decision Making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Management Accounting and Control (관리회계) Strategic Brand Management (전략적 브랜드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전략적 인사관리) M&A and Financing (합병-인수관리) 

Operations Management (SCM 구매생산관리)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Management Communication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Strategic Marketing Management in China (중국마케팅) 

Business Project (논문대체 / 약식 페이퍼) Creativity and Business Innovation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Helsinki Residence Program (해외집중과정-Aalto Track)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국제비즈니스 계약) 

Aalto Track 

 

 

 

 

 

❑ 과정특징 

직장병행 양 교 정규 석사학위 동시 취득 검증된 교육시스템 

- 주말수업 (금-야간, 토-주간)  

- 교육기간 1.5년 (3학기) 

- 해외과정 약 2주 (Full-time) 

(입학년도 다음해 7월말~8월초) 

- 입학과 동시에 핀란드 알토대 입학심사 진행 

- 알토대 Executive MBA / aSSIST MBA 취득  

-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가장 빠른 MBA 

- Open Platform 기반으로 철저한 강의평가

를 통해 선별된 국내∙외 다양한 대학의 최고 

교수진 강의로 진행 

- 세심한 학사관리, 학사행정 안내  

 



❑ 입학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3년의 업무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자 (군경력, NGO활동 등 포함가능) 

* 경력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위 두 조항 충족 시, 추가적인 지원자격 제한 사항 없음. 

 

❑ 입학 전형절차 

 

 

❑ 필수 구비서류 (출력/원본제출) 

구분 서류 목록 부수 소정양식 비고 

- aSSIST 온라인 원서접수 - - 
온라인 원서접수/등록│전형료 \30,000 납부  

[바로가기-클릭]  

필수 

서류제출확인서 1부 O - 

알토대 입학지원서 1부 O - 

영문이력서 1부 O 개별양식 제출 가능 

영문추천서 1부 O - 

대학 영문졸업증명서 1부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 포함 제출 

전자민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발급 가능 

대학 영문성적증명서 1부 -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입학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1부 - 

3년 이내의 성적 유효 

재학 중 개설되는 English Course로 대체 가능 

(국문)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근무경력 5년(60개월) 이상 경력 증빙 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여도 무방 

여권사본 1부 - -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 온라인 원서접수 업로드 시, 미제출하여도 무방 

선택 
영문 직무기술서 1부 O 공인영어성적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해외학력조회동의서 1부 - 해외학위 취득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기준 

구분 TOEIC 
TOEIC 

Speaking 

TOEFL 

(iBT) 

TOEFL 

(CBT) 
New TEPS IELTS PTE OPIC 

기준점수 700 
130 

(Level 6) 
79 213 300 6.5 55 IM2 

• 공인영어성적 제출 면제 심사 가능 요건 (최소 1개 항목 이상 충족 시) 

1항. 다국적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영문 직무기술서 제출) 

2항. 영어권 국가 5년 이상 체류자 (영문 직무기술서 제출) 

3항.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증명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처 

* 상기 필수 구비서류 ‘원본’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 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aSSIST 경영대학원 핀란드 알토대 EMBA 입학담당자 앞 

(Tel. 02-360-0721 / 0730)   

https://ipsi.assist.ac.kr/?majorcode=SS5409
https://ipsi.assist.ac.kr/?majorcode=SS5409
https://ipsi.assist.ac.kr/?majorcode=SS5409
https://ipsi.assist.ac.kr/?majorcode=SS5409
https://ipsi.assist.ac.kr/?majorcode=SS5409


❑ 등록금 

학기 입학금 수업료 총 납부금액 납부마감 시기 

국내과정 1학기 (2022년 3월) 700,000 9,700,000 10,400,000 2022년 2월 

국내과정 2학기 (2022년 9월) - 9,700,000 9,700,000 2022년 8월 

국내과정 3학기 (2023년 3월) - 9,700,000 9,700,000 2023년 2월 

해외집중과정 (2023년 7~8월) - 9,700,000 9,700,000 2023년 7월 
 

• 상기 교육비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 교육비는 인상될 수 있음. (2018~2021년 등록금 동결) 

• 해외과정 시, 본인의 항공운임, 체재비 별도 

• 국내과정 등록금 학자금 대출가능 (입학전형 합격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 

• 국내과정 4학기차 등록 시, 등록금 면제 (이후 초과학기 등록 시: 학점당 20만원 납부) 

• 본인이 직접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합격 후 담당부서에 문의)  

• 합격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신청서 별도 작성 후 제출 (별도문의) 

 

❑ 장학제도 

구 분 장학 금액 비고 

성적우수 장학 수업료의 최대 30% 이전학기 성적우수자 상위권 별 차등지급 

동문 장학 
금액기준 및 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동문장학 신청서(본교 양식)  

입학 장학 등록금의 일정액 전형 별 별도 적용  

추천 장학 등록금의 일정액 교직원, 졸업생, 재학생 추천 시 별도 적용  

협약 장학 협약 내용에 따름 

재직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

격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공무원) 중 택 1 

가족 장학 수업료의 최대 25% 
본교 학위과정 재학생, 졸업생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 (부모자녀, 형제자매) 

* 교내 입학심사 및 장학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 

  * 장학금 적용은 국내과정 등록학기에 한하며,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지급 상한액 내에서 조정됨  

 

❑ 입학 문의 

1) 담당자 연락처 

입학 담당  연락처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최하은 02-360-0721 hechoi@assist.ac.kr 우) 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aSSIST 경영대학원 핀란드 알토대 EMBA 
aalto.assist.ac.kr 

유석훈 02-360-0730 shyu@assist.ac.kr 

 

2) 업무시간 

요일 근무시간 비고 

월요일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이외 시간은 사전 입학문의/상담 요청 시 가능함 
화~목요일 09:00 ~ 18:00 

금요일 09:00 ~ 17:00 

 

3) 입학상담 신청 

* 유선/이메일 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사전에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하여 진행 

* 방문상담 시 과정 안내자료를 직접 보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음.  

** 입학상담 신청하기(클릭): http://bit.ly/AaltoEMBA_Counseling  

 

http://bit.ly/AaltoEMBA_Counseling


한국 4,109명 직장인들이 선택한

대한민국  No.1 해외 MBA

Triple Crown 달성
Aalto Executive MB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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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redited by:

국내 주말수업, 교육생 전원 

유럽 명문 비즈니스 스쿨 석사학위 취득

정규 교육과정(1.5년, 3학기) 이수 시, 핀란드 알토대 

(前헬싱키경제대) Executive MBA와 aSSIST MBA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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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9명의 국내 단일 MBA 기준

최대 동문 네트워크, 매달 동문활동 진행

1995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4,109명  

(2021년 2월 기준)의 동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식나눔 세미나, 문화탐방 걷기모임,  

등산모임 등 매달 진행되는 동문활동과 함께 핀란드  

알토대 본교와 함께 정기적인 전체 동문모임 행사를  

갖는 등 알토대 한국 총동창회 사무국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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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 2023년 8월 (총 3학기, 1년 6개월) 

※ 2023년 7월 말 ~ 8월 중순, 약 2주간의 현지 수업은 핀란드 알토대 본교에서 진행

* 상기 교육비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 교육비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과정 시, 본인의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 국내과정 등록금 학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합격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납부한 등록금은 100%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소의 기회비용 / 주말수업

경력단절 없이 직장병행 가능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토요일 전일 수업을 통해 

업무 공백, 경력 단절 없이 1.5년, 3학기 만에 자기 

개발하며 경영 역량을 집중/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입학금 수업료 총 납입금액 납부시기

국내과정 1학기 (2022년 3월) 700,000 9,700,000 10,400,000 2022년 2월

국내과정 2학기 (2022년 9월) 9,700,000 9,700,000 2022년 8월

국내과정 3학기 (2023년 3월) 9,700,000 9,700,000 2023년 2월

해외집중과정 (2023년 7~8월) 9,700,000 9,700,000 2023년 7월

분야별 심화트랙 학습 

심화트랙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나 협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선택하여 심도 깊은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경영(GM)         •디자인경영(IDBM)

•해외마케팅(OMM)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현업병행 주말수업 (3학기, 1년 6개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오후 수업 진행

2021 Shanghai Ranking 세계 25위 (Business Administration, GRAS)

2020 세계혁신대학 랭킹 3위 
(세계대학 랭킹시스템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WURI))

2020 Global 100 Executive MBA 선정 (영국, Financial Times)

2020 Executive Education 세계 42위 (영국, Financial Times)

핀란드 알토대 세계 랭킹

강북캠퍼스 · 강남캠퍼스 (선택가능)
한국어 위주 일반반 (aSSIST 강북캠퍼스, 서대문구 대현동)

영어 위주 영어반 (KOTRA 강남캠퍼스, 서초구 염곡동)

교육생 전원 양교 정규 MBA 학위 동시 취득

유럽 명문 핀란드 알토대 / 한국 aSSIST
알토대 Executive MBA, aSSIST 경영전문대학원 MBA 취득 

핀란드 알토대
 (前 헬싱키경제대) 

Executive MBA
모집요강  2022학년도 봄학기(3월)



  클래스 시간 및 장소(직장병행)

학기별 
이수 모듈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해외과정 3학기

총 36학점

2021년 9월 2022년 3월  2022년 7~8월 2022년 9월

Core Core/Elective  Aalto Track
 (약 2주)

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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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강의, 영어 혼용) 강북 캠퍼스(서대문구 대현동 aSSIST)

영어클래스(영어 강의, 한국어 일부 혼용) 강남 캠퍼스(서초구 염곡동 KOTRA)

  전형일정(수시전형)

※ 원서제출 마감기한과 관련한 개별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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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 제출시기와 별개로, 온라인 접수는 상시 가능함.

원서접수 기간 인터뷰 일정 합격자 발표

~ 2022년 1월 24일(월)

(이후 개별 문의)
2022년 2월 초순 개별 통보

핀란드 알토대 Executive MBA 모집요강 - 2022학년도 봄학기(3월)

  입학상담 / 문의
담당자  최하은 Tel. 02-360-0721    email. hechoi@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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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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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구비서류 제출주소   우) 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aSSIST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알토대 복수학위 MBA 입학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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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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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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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 구비서류 양식 및 샘플은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문 졸업/성적 증명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최종학력을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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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3년의 업무경력을 포함한 총 5년 이상의 직장경력자 (군경력, NGO활동, 자영업 포함)

- 위 두 조항 충족 시, 추가적인 지원자격 제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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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이력서, 영문추천서 (소정양식), 영문졸업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 업무경력 증명서류 (국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 입학 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 미보유 시에도 입학 지원가능 (문의 02-360-0721)

   ※ 공인영어성적 기준 (원서제출일 기준 응시일 3년 이내 성적까지 유효, 기준 점수 이상 시 인정)

- 여권사본, 서류제출확인서 (소정양식)

구분 TOEIC
TOEIC

Speaking
TOEFL

iBT
TOEFL

CBT
New
TEPS

IELTS PTE OPIC

기준
점수

700
130

(Level 6)
79 213 300 6.5 55 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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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ow School of Management Skolkovo features in the FT Executive Education rankings of 2020

Leo Cremonezi and Wai Kwen Chan MAY 11 2020

Executive education updates

Sign up to myFT Daily Digest to be the first to know about Executive education news.

Sign upEnter your email address

Iese business school, based in Barcelona, tops the combined table for the sixth consecutive year.

Executive education

Financial Times Executive Education 2020: the top 50 schools

A combined ranking based on the tables of open enrolment and custom programmes

Combined ranking 2020*: the top 50 schools based on the rankings of customised and
open-enrolment programme providers

Rank School
Open
rank

Custom
rank Country

� Iese Business School �� � Spain/US

� HEC Paris � � France

� IMD Business School � � Switzerland/Singapore

� Insead � � France/Singapore/Abu Dhabi

� Essec Business School �� � France

�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 US

� University of Michigan: Ross � �� US

� University of Oxford: Saïd � �� UK

� Fundação Dom Cabral �� �� Brazil

�� ESMT Berlin � �� Germany

�� Esade Business School �� �� Spain

�� SDA Bocconi School of Management �� � Italy

��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 �� US

�� London Business School �� �� UK/UAE

�� Columbia Business School �� �� US

�� Hult Ashridge Executive Education �� �� UK

�� Edhec Business School �� � France

�� 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 �� UK

��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 �� Sweden/Russia/Latvia

�� University of Chicago: Booth � �� US/China/UK

https://www.ft.com/stream/caf70980-a9b3-45e3-806a-53af561348e4
https://www.ft.com/stream/f22eb2b6-4762-37b2-9f51-eebc0ca49b42
javascript:void(0)
https://www.ft.com/executive-education


Copyright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21. All rights reserved.

*This table is compiled from the scores underlying the Financial Times Executive Education 2020
open enrolment and custom rankings, rather than the printed rankings; both sets of data are
given equal weight, but the overall result is therefore not equal to the average of the two printed
figures for each school.

Rank School
Open
rank

Custom
rank Country

�� Washington University: Olin �� �� US

�� ESCP Business School �� �� France/UK/Spain/Italy/Germany/Poland

�� Ceibs �� �� China/Switzerland/Ghana

�� Henley Business School �� �� UK

�� Ipade Business School �� �� Mexico

�� Western University: Ivey �� �� Canada

�� Vlerick Business School �� �� Belgium

��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Antai �� �� China

�� Incae Business School �� �� Nicaragua/Costa Rica

�� University of St Gallen �� �� Switzerland

��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 �� �� US

�� University of Arizona: Eller �� �� US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 �� Singapore

�� University of Toronto: Rotman �� �� Canada

��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 �� �� UK

�� EMLyon Business School �� �� France/Morocco/India/China

��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at
ASU

�� �� US/Russia/Switzerland/UAE

�� Gordon Institute of Business Science at UP �� �� South Africa

�� AGSM at UNSW Business School �� �� Australia

�� Universidad de los Andes School of Management �� �� Colombia

�� York University: Schulich �� �� Canada

�� Aalto University �� �� Finland

�� Eada Business School Barcelona �� �� Spain

�� Nova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 �� Portugal

��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 �� India

�� Moscow School of Management Skolkovo �� �� Russia

�� Lagos Business School �� �� Nigeria

�� IAE Business School �� �� Argentina

�� Tias Business School, Tilburg University �� �� Netherlands

�� Católica Lisbon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 �� Portugal

http://help.ft.com/help/legal-privacy/copyright/copyright-policy/
http://rankings.ft.com/businessschoolrankings/executive-education-open-2020
http://rankings.ft.com/businessschoolrankings/executive-education-customised-2020
13ZD970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