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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 DBA Doctoral Program
정통적인 경영학 이론 연구에 기반을 둔 Ph.D.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와 실무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DBA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박사 복수학위 과정!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국내 최대규모의 경영학 박사과정! (2020 기준 졸업생 198명, 재학생 107명) 
▪300 여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막강한 동문 Network 
▪국내 유일 박사과정 단독 커리큘럼 운영 
▪주중 & 주말 저녁시간 연구방법론 1:1 지도 랩실 운영 
▪각 연구분야 최고 교수진을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 
▪복수지도교수제를 통한 연구 컨텐츠와 방법론 이원학습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한 대외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의 자유로움



University of 
Middlesex

영국 런던에 위치한 미들섹스 대학교는 130년 이상의 역사를 �
자랑하며 140여개국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유럽의 저명 �
대학교입니다. 2020년, <타임>지 발표 영국 대학 수업 평가 �
2위에 오른 미들섹스 대학교는 명실상부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
대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aSSIST는 미들섹스 대학교와 협업하여 바쁜 직장인들이 현업을 
병행하면서도 박사 학위에 도전할 수 있는 직장인 맞춤형 박사
과정 프리미엄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본과정은 3년 내 정통 �
경영학 박사학위인 Ph.D.와 실무중심의 경영학 박사학위인 D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ㅡ 2020년 기준 졸업생 총 198명, 재학생 107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aSSIST 박사과정!
ㅡ �해외 복수학위 (Ph.D. & DBA) 복수학위 과정은 aSSIST 박사과정의 검증된 커리큘럼에, � �

유럽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접목하여 업그레이드 설계된 프리미엄 박사과정

Speciality1   aSSIST의 검증된 커리큘럼에 Global 연구역량을 접목한 Premium Program!

ㅡ 격주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커리어를 중단하지 않고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ㅡ 현업과 학문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장인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로 실효성 높은 연구가능
ㅡ 직접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3년 내 학위취득 가능

Speciality2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과정 설계 & 해외유학 보다 저렴한 비용 

ㅡ 각 연구 분야 최고의 교수진을 논문지도 교수로 위촉!
ㅡ aSSIST 교수 1인 및 해외대학 교수 1인, 두 분의 1:1 밀착 논문지도

Speciality3   aSSIST & 해외대학 복수지도교수님의 1:1 개인 밀착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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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박사 해외과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월 격주 토, 일요일에 �
국내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둘째주 일요엘는 특별 세미나를 
수강합니다.

ㅡ �공식적으로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시기는 박사 학위논문 심사
를 위해 방문하는 때입니다.

ㅡ �통상적으로 박사과정 1년 차에는 연구조사방법론, 2년 차에는 �
경영학 전공 및 실습위주의 수업을 듣고, 3년 차에는 그룹세미
나와 콜로키움을 통해서 학위논문 작성에 집중합니다.

ㅡ �본 과정은 양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할 경우 MDX의 DBA 
학위와 aSSIST의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ㅡ �aSSIST 박사 해외복수학위 과정의 특장점은 졸업 시 직장경
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연구 성과를 Ph.D. 학위는 물론 DBA �
학위로 한번 더 인증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ㅡ �MDX의 졸업요건은 논문심사 통과, aSSIST의 졸업요건은 �
2편의 저널논문(영문) 게재와 자격시험통과, 학점이수 등입니다.

ㅡ �박사 해외 복수학위과정 학생들은 원활한 과정 이수와 졸업을 
위하여 맞춤형 밀착 학습지도와 관리를 받습니다.

Practical. Forward thinking. Inclusive.
Our personalised approach to learning and research is focused on doing and 
experience. Our students get skills for life to stay ahead in a changing world. 
Our campus in London is open to students and staff from around the world.

We’re Middlesex University.

1st  연구조사방법론

2nd 경영학전공, 통계학 실습

3rd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입학담당  임설안               T  070-7012-2784       E  saim@assist.ac.kr 
박사과정  김지혜 팀장       T  02-360-0702           E  jhkim2@assist.ac.kr

“aSSIST와 MDX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MDX 와의 준비과정 완료 
일정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제공 시점을 2020년 가을학기로 예상하고 있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준비과정 완료가 늦추어 질 경우 본 프로
그램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