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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Graduate School (Spring 2019)

Area Rules for Doctoral Program in Accounting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Doctoral Degree & Integrated MS/Ph.D. combined program]
(개정일: 2018 년 9 월 1 일, as of September 1, 2018)
1. 교과과정(Course Requirements)
(1) 박사과정 학생은 수료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Students should pass the following courses.)
(가) 회계세미나 (Accounting Seminars)
(ㄱ) BUS741 정보경제학, BUS 743 재무회계세미나 1, BUS 744 재무회계세미나 2, BUS 745
관리회계세미나 1. 상기한 기초 4 과목의 내용은 담당 교수들이 상의하여 내용을 표준화한다.
(BUS741 Information Economics, BUS 743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1, BUS 744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2, BUS 745 Management Accounting Seminar 1)
(ㄴ) 학생이 입학한 학기로부터 2 년 이내에 위의 (ㄱ)에서 제시된 과목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회계전공 대학원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Students may substitute other graduate level accounting courses for the required accounting
seminars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rea chair and their advisor if any of the seminars are not
provided for 2 years after students start the program.)
(나) 회계학 workshop (Accounting Workshop)
이는 특수연구의 하나(예: 회계학특수연구 5)로 개설하며, 이 과목이 개설될 경우 박사과정 학생은
이를 수강하여야 한다. (즉, course work 을 하는 동안 3 학점 한 과목으로 수강함) 만일
박사과정학생이 이를 수강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대상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 (Students must register for an accounting workshop course, if it is provided, in order to
be eligible for scholarship.)
(다) 기타 필수과목 (Other Required Courses)
(ㄱ) ECO 508 계량경제분석 I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수강) (ECO 508 Econometrics I)
(ㄴ) ECO 501 미시경제이론 I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수강) (ECO 501 Microeconomics I)
(ㄷ) 재무관리 분야 및 경제학 분야의 대학원 과목, 수리통계, 해석학 (수학과에서 수강) 중 2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무관리 분야 및 경제학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

이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Minimum 2 courses out of

mathematical statistics, real analysis, and other graduate courses in economics or finance.

2

KUBS Graduate School (Spring 2019)

Students should register for other graduate courses in economics or finance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rea chair and their advisor.)
(라)

학기

시작

전

수강과목

선정

보고서(첨부

1)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되

필수과목은 아래의 순서대로 수강한다. 필수과목을 순서대로 수강하기 어려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박사과정 학생이
사전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
주임교수는 승인에 앞서 모든 교수에게 즉시 공지해야 하며, 전체교수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Required courses should be taken in the following order. Students must submit the course
registration reports (Attachment 1) to both the area chair and their advisor and then obtain preapproval of both the area chair and their advisor if they cannot follow the sequence. The area
chair must notify all professors in accounting of such a request before granting approval.)
(ㄱ) 재무회계세미나 1 은 입학 후 2 학기 내에 수강한다.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1 should
be taken within the first 2 semesters after start.)
(ㄴ) 정보경제학은 미시경제이론 I 의 학점을 취득한 후 수강한다. (Information Economics should
be taken after passing Microeconomics I.)
(ㄷ) 재무회계세미나 2 는 재무회계세미나 1 과 계량경제학 I 의 학점을 취득한 후 수강한다.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2 should be taken after passing both Financial Accounting Seminar
1 and Econometrics I.)
(2)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수료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의 박사과정 학생 필수과목 이외의
석사과정의 기초공통과목인 BUS 523 재무회계 1 을 포함하여 회계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과목 18 학점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즉, 회계전공 대학원 과목 취득학점 총 30 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필수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기초공통과목 등을 먼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tudents without a master's degree should take additional 18
credit accounting courses including BUS 523 Financial Accounting 1 in addition to the above
requirements.)
2. 선수과목 및 과목대체 (Prerequisites and Course Substitutes)
(1) 본 내규의 1 항에서 제시된 과목을 제외한 기타 선수과목 및 과목대체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Same as the University Rules unless specified in the above Rule #1.)
3. 박사과정 운영위원회(Ph.D. Program Committee)
박사과정 운영위원회는 박사과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담당한다. 박사과정
운영위원회는 주임교수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improving
internal regulations and oper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h.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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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ttee is comprised of more than two members, including the chair person.)
(1) 1년차 평가(1st year Review): 박사과정 학생은 2개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4개 학기) 종
료 후 1달 이내에 박사과정 입학 후 수강내용과 연구계획서를 포함한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운영위원회는 학생이 제출한 리포트와 기타 항목(수강한 과목 교수의 평가, 연구조교를
한 교수의 평가, 회계학 workshop 참여도, 운영위원회와의 구술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Within one month after completing the first two semesters (four
semesters for students in MS/Ph.D. combined program), Ph.D.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the
first-year course list and research plan to the Ph.D. Program committee. The Ph.D. Program
committee determines whether a candidate passes or fails based on comprehensive evaluations
from 1) professor who taught him/her 2) professor who employed him/her as research assistants 3)
an oral interview with the PhD Program committee, etc.)
(2) 2년차 평가(2nd year review): 1년차 평가를 통과한 후 2번째 학기 말까지 1년차 평가항목과 더
불어 연구 논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연구위원회의 평가에 통과하여야 한다. (By the end of
second semester after passing the First Year Review, students who have research paper are
required to submit the paper and should pass the evaluations.)
(3) 2년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게 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Those who have passed the
2nd Year Review are eligible to take the qualifying examination.)
(4)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강의 배정 등의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
다. (The outcome from the evaluation of The Ph.D. Program committee may affect the final
decision on future scholarship and/or stipend.)
4. 종합시험 (qualifying examination)
(1) 종합시험은 회계전공 대학원 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출제한다. 학생은 3 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3 회 실패 시에는 자동으로 학생자격을 상실한다. (Students should pass a qualifying exam.
Students may take the qualifying exam only up to three times.)
(2)

종합시험은

본

내규의

1 항에서

제시된

수강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박사과정

운영위원회의 2 년차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응시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응시자는 종합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에 주임교수에게 사전에 1 항에서 제시된 수강과목의 학점 취득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Students can take the qualifying exam only after they complete the required
courses in Rule #1. Students who want to take the qualifying exam should get pre-approval from
the area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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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제출 (Requirement for Dissertation)
(1) 논문게재 (Publication Requirements)
(가) 박사학위를 마치기 이전까지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경영학회 혹은 해외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Students should present at least one paper at a conference held by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or Korea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 at a foreign conference.)
(나) 박사학위를 마치기 이전까지 단독 또는 지도교수나 고려대학교 회계학 분야 교수와 공저한
논문 2 편 이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해외영문학술지의 경우에는 1 편
이상)에 게재 확정되어야 하며, 이 중 1 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본의 workshop 발표 시 게재확인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이를 확인한다. (Students should have at least one publication in foreign journals, or
two publications in Korean journals accredi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se papers should be single-authored or co-authored with one of accounting professors a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If the papers are co-authored, students should be the first or
corresponding author of at least one of them. Students should provide proofs of publications
before their final presentation.)
(2) 학위논문발표 (Dissertation Proposal and Presentation)
(가)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학생은 최소한 학위수여 한 학기 전에 연구년을 제외한
재적전임교수의

과반수가

참여한

회계전공

workshop 에서

논문의

프로포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프로포절 통과 여부는 참여교수의 무기명 의견을 기초로 결정하되, 지도교수에
한해 불참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의결정족수는 본 내규의 (첨부 2)에 따른다.
(Students who pass the qualifying exam should submit and present a dissertation proposal at a
seminar where more than half of the professors in accounting area attend at least by 1 semester
before graduation. The proposal is accepted if the number of participating professors, who
approve it, satisfies the condition as specified in Attachment 2. Only the advisor of student can
submit his/her opinion even if he/she can’t attend the seminar.)
(나)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전공

workshop 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된 최종 학위논문을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경영학회 또는
해외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Students should submit and present their
dissertation at a seminar where accounting professors attend. Students can replace such a
presentation by a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held by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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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Society of Taxation, or Korea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 at a
foreign conference.)
(다)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

고려대학교

연구포털에

본인의

모든

연구실적물(대학원 입학 후 학술논문, 학술회의, 학술단행본)을 입력한 후 학위청구논문과함께
제출해야 한다.

(Before applying for dissertation defense, students have to enter all the research

outputs during their study in the program (such as published (or accepted) academic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on Korea University Research Management System (KURMS), and submit
them with the dissertation defense material.)

(3) 위의 5-(1)항과 5-(2)항의 논문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생에 대해
주임교수는 경영대학 운영팀에 통보하여 졸업을 유보시킬 수 있다. (Students can graduate only if
they fulfill the requirements in Rule #5-(1) and Rule #5-(2).)
6. 기타 (Others)
(1) 학생선발 Selection of students
(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은 Full-Time 만을 선발한다. (Accounting area accepts full-time
students only.)
(나) 경영대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계속지급 여부는 학생의 성과를 기초로 매년 재평가한다. For
the continuous provision of scholarship, the rules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will be
complied with based on a yearly review of student performance

(2) 지도교수 선정 Selection of Advisor Professor
(가) 논문지도교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선정한다. Advisor Professor can be selected after
passing the qualifying examination.
(3) 본 내규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의 무기명(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는 예외)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교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개정할 수 있다. The internal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only through a majority secret declaration of opinion of registered full-time
professors (excluding declaration of opinion through email) and where more than two-thirds of
the professors vote to agree to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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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내규는 상기에 표기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These internal regulations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stated above.
(5) 본 내규의 개정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당시 내규를 적용한다. For students
admitted before the amendments of the internal regulations, the regulations in effect at the time
of their admission shall apply

[석사과정]
(Area Rules for Master's Program in Accounting)
(개정일: 2018 년 2 월 1 일, as of February 1, 2018)
1. 교과과정 (Course Requirements)
(1) 석사과정 학생은 수료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Students should take the following required courses.)
(가) 기초공통과목: BUS 523 재무회계 1 (BUS523 Financial Accounting 1)
(나) 회계전공과목: 대학원 관리회계를 포함하여 회계전공 대학원 과목을 15 학점이상 이수 (15
credit courses in accounting area including Management Accounting)
(다) 기타과목: 대학원 경영학과 규정에 제시된 필수과목 (Other required courses specified in the
University Rule)
(라) 학생이 입학한 학기로부터 2 년 이내에 위의 (가)와 (나)에서 제시된 과목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회계전공 대학원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Students may substitute other graduate level accounting courses for the required
courses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rea chair and their advisor if any of the required courses
are not provided for 2 years after students start the program.)
2. 선수과목 및 과목대체 (Prerequisites and Course Substitutes)
(1) 본 내규의 1 항에서 제시된 과목을 제외한 기타 선수과목 및 과목대체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Same as the University Rule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above Rule #1.)
3. 종합시험 (qualifying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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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은 대학원 규정에 의해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구술시험의 평가위원은 2 인
이상으로 한다. 관리회계를 종합시험 응시 학기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기타 회계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The qualifying Exam is
conducted by the oral test only. The evaluation committee is comprised of more than two
accounting faculty.)
(2) 학생은 3 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3 회 실패 시에는 자동으로 학생자격을 상실한다. (Students
can take the qualifying exam only up to three times.)
(3) 3-(2)항을 제외한 종합시험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Other requirements are the
same as the University Rule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above Rule #3-(2).)
4. 논문제출 (Requirement for Dissertation)
(1) 논문제출 규정은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Same as the University Rule)
(2)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

고려대학교

연구포털에

본인의

모든

연구실적물(대학원 입학 후 학술논문, 학술회의, 학술단행본)을 입력한 후 학위청구논문과함께
제출해야 한다. (Before applying for dissertation defense, students have to enter all the research
outputs during their study in the program (such as published (or accepted) academic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on Korea University Research Management System (KURMS), and submit
them with the dissertation defense material.)

5. 기타 (Others)
(1) 학생선발 Selection of students
(가) 석사학생은 Full-Time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ccounting area accepts fulltime students only.)
(나) Full-time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수료예정자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Full-time 자격을 상실한
경우(예: 취업, 외부시험준비 등)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즉시 전체 전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he advisor professor and area chair shall immediately disclose to all full-time professors the
fact of a full-time admitted student who has lost his/her full-time student status before
completion (for example through employment, or preparing for external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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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내규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의 무기명 의사표시(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는 예외)와
의사표시 교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개정할 수 있다. The internal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only through a majority secret declaration of opinion of registered full-time
professors (excluding declaration of opinion through email) and where more than two-thirds of
the professors vote to agree to the amendment.
(3) 본 내규는 상기에 표기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These internal regulations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stated above
(4) 본 내규의 개정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당시 내규를 적용한다. For students
admitted before the amendments of the internal regulations, the regulations in effect at the time
of admission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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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수강 과목 선정 보고서 (Course Registration Report)
이름(Name):

학번(Student ID):

학년(Year):

학기(Semester):

이미 수강한 전공 선수 및 관련 과목(Prerequisites and Major courses already taken)
과목명(Course Name)

학수번호(Course No.)

담당교수(Professor)

학점(Grade)

이번 학기 수강 신청 과목(Courses registered for the current semester)
과목명(Course Name)

학수번호(Course No.)

담당교수(Professor)

학점(Grade)

(첨부 2)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의결정족수 (Quorum for Dissertation Proposal)
참여교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의결정족수(명)

3

4

4

5

6

6

7

8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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