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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경영학 박사과정은 각 산업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가시적인 경영학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첫 학기부터 Research 

Proposal 작성과 연구 방법론 수업을 병행하여 3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교수진을 논문지도교수로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매일 저녁마다 운영되는 

연구방법론 랩실을 통해 개인별 논문 주제에 맞는 일대일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gram  Overview

aSSIST 경영학 박사과정 
모집요강 (2021년 3월 입학)

과정 수업 연한 이수학점 학위취득요건 수여학위

박사 격주
주말

3년 36학점 - 3편의 저널논문 게재, 

   자격시험통과, 학점이수 등

- 논문심사 통과

경영학 박사
(Ph.D.)

Ⅰ.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과정 설계 (격주 주말 수업)

- 격주 주말 수업으로 직장과 병행 가능

- 학위취득을 위한 적극적 지원 System

Ⅱ. ‘복수지도교수제’를 통한 학위논문 지도

- 논문컨텐츠와 연구방법론의 지도교수를 각각 두고 있는 복수지도교수제 운영   

Ⅲ. 객관적인 논문 실적 관리를 통한 대외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 저명한 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공인된 연구 결과로 박사학위 취득

국내 최대 규모 경영학 박사과정
재학생 82명, 졸업생 21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0명 이상의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경영학 박사과정입니다. 

논문작성에 특화된 2년 구성 커리큘럼
첫 학기부터 연구방법론 수업을 통해 논문작성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며, 

논문지도 교수 선정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내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가능
격주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여 

커리어를 중단하지 않고도 3년 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병행이 아닌 현업과 학문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연구가 가능합니다.

폭 넓은 동문 네트워크
aSSIST 박사과정은 각 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학 중에도 다양성에서 오는 심도학습 및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픈 플랫폼을 통한 분야별 최고의 전문 교수진
aSSIST에서 본교 전임 교수진에 한정된 수업이 아닌, 국내외 분야별 최고 

교수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aSSIST 
PhD

Program 



구분
모집 일정

원서접수 일정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Early Bird 10.05(월)~10.22(목)
10.26(월)~10.31(토)

※개별연락

11.12(목)
※개별통보

Regular 10.26(월)~11.26(목)
11.30(월)~12.05(토)

※개별연락

12.17(목)
※개별통보

Special Late
수시 

※개별문의

수시 
※개별통보

수시 
※개별통보

전형일정

※  상기 교육비는 2020년 기준으로 학기 별 교육비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에는 수업료뿐 아니라 교재비, 식비, 간식비, 

통계프로그램 사용료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안내(3년 기준)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교재비 외 기타)

총 납입금액 납부시기

Course Work  
(1~4학기)

800,000 9,000,000 1,175,000 10,975,000 21년 2월

9,000,000 1,175,000 10,175,000 21년 8월

9,000,000 1,175,000 10,175,000 22년 2월

9,000,000 1,175,000 10,175,000 22년 8월

논문작성  
(5~6학기)

2,000,000 2,000,000 23년 2월

2,000,000 2,000,000 23년 8월

Total 45,500,000

입학상담 및 문의 임설안            Tel  070-7012-2784       E-mail  saim@assist.ac.kr

김지혜 팀장       Tel  02-360-0702          E-mail  jhkim2@assist.ac.kr

구분 학기 수강과목 수업일정

1년차 1~2학기 연구 방법론 매달 첫째, 셋째 주말

2년차 3~4학기
경영학 전공 매달 둘째, 넷째 주말

통계학 기술세미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2, 3년차 3~6학기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  총 3년 과정    

(Course Work 2년 + 논문작성 1년)

●  박사 수업은 격주로 토, 일(08:30~18:30)에 

진행됩니다.

Program Structure 2nd Year 3rd Year1st Year 지도교수 배정 수료 학위취득

aSSIST 경영학 박사과정 모집요강(2021년 3월 입학)

※ 구비서류 소정양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홈페이지(www.assist.ac.kr → 입학안내

    → 경영학 박사)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서류 제출 전, 홈페이지 ‘입학안내’- 

    ‘지원자격’내에서 ‘지원자 유의사항’필독  

모집요강
지원자격

국내·외에서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21년 2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온라인 등록 후 출력)                  

● 연구계획서 1부(자유양식-A4 3장 내외)

● 최종학력(석사학위)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석사학위)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현직장)

● 서류제출확인서 1부(소정양식) 

● (선택)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선택-해외학위소지자의 경우) 해외학위조회동의서 1부(소정양식)

원서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assist.ac.kr → 입학안내 → 경영학 박사)에서       

입학지원서 접수 (전형료 80,000원)

●  구비서류 제출                                                                                               

(우 0376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aSSIST 박사과정 입학담당자 앞

   ※ 구비서류 작성 후 모든 서류를 우편 송부 혹은 직접 제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모든 제출한 구비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