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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Ph.D. / Master-Ph.D. combined Course)
* 박사과정 운영위원회
(도입시기: 2013 년 2 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1. 취지 및 구성
1.1. 본 위원회는 박사과정의 학업 및 연구 제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규 개선 및 운영을
담당한다.(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improving internal regulations and oper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h.D. program.)
1.2. 본위원회는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전임교수 3-4 인으로 구성한다.

(The committee is

comprised of three-four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2. 연차평가 운영
2.1. 1 년차 평가:
(1) 2 개 학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1 년차 수강내용과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술면담 평가에
통과하여야 한다.
(2)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한 학기 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3) 2 번 실패한 학생은 경영대학내에서의 시간강사 등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2.2. 2 년차 평가:
(1)

4 학기

종료

후

1 개월

내에

구체적인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논문(draft

LSOM 센터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본 위원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구술면접을 실시한다.
1. 교과과정 (Course Requirements)
1) CORE 과목 (Core Subjects)
①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②서비스운영관리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③경영과학 및 응용 1 (Management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I)
④오퍼레이션스경영 특수연구 1 (Special Topics in Operations Management I)
2) Core 과목 이외에 LSOM 전공 3 과목에서 최소 B 학점 이상을 수료 필

vers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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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need to obtain minimum average grade of B in 3 LSOM-major courses in addition to
core subjects)
3) 석박사 통합과정은 총 54 학점이상을 취득(타 학과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 필)
(Master-Ph.D. combined students need to obtain the total of 54 credits. They can take courses
from other department with the approval of the advisor)
2. 지도교수지정과목 및 과목대체
지도교수지정과목: 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에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지정
(advisor-designated subject: advisor designates advisor-designated subjects if needed)
과목대체: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타 과목으로 대체 가능
(course-substitution: course-substitution is possible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dvisor and
the area chairperson.)
3. 종합시험 (General Exam)
1) 4 과목의 Core 과목을 전부 이수한 후, 각 Core 과목의 종합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After taking 4 core subjects, students are required to pass the general exam on each core
subject.)
2) 종합시험결과는 전체 평균 70 점 이상이어야 하고 과락은 50 점 미만으로 한다.
(Minimum average grade should be 70 points. Each subject needs minimum of 50 points in
order not to fail the exam.)
3) 종합시험 총 응시횟수는 3 회로 제한한다.
(Total number of trials for the general exam is limited to three.)
4. 논문제출 (Thesis Submission)
1) 논문제출 한 학기 전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공개적으로 발표
(Thesis proposal needs be submitted one semester before submitting the thesis. The area
chairperson supervises and makes the presentation public.)
2) 논문계획서는 논문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전공주임 교수에게 공개발표 일
1 개월 전에 통고하고 발표 자료를 1 주일 전에 제출
(Thesis proposal needs acquire approval from thesis advisor. Students inform the area
chairperson one month prior to public presentation date and submit the presentation material
one-week prior to presentation date.)
3)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작 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 (두 경우 모두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When examining the doctoral thesis, one out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In both conditions, the advisor needs be included as a co-author.)
① 국내학술지에 2 편 이상(이 중 최소 한 편은 학술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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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publish two papers in domestic journals. Minimally one paper must be published to
the registere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journals (candidate journals including). In addition,
students make presentation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② SCI 급 국제저명학술지에 적어도 1 편의 논문이 게재 확정
(Students receive acceptance letter from a SCI-level high-quality international journals.)
4)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 고려대학교 연구포털에 본인의 모든 연구실적물 (대학원 입학
후의 학술논문, 학술회의 학술단행본)을 입력한 후 학위청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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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경영대학 출신 석사과정 학생과 본 대학원 출신 박사과정 학생은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게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타 과목으로 대체 가능
(Both master-degree students with KUBS bachelor’s degree and Ph.D. students with KUBS
master’s degree can take other substituted courses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dvisor and
the area chairperson.)
2) 박사과정 학생이 본 학과 석사과정 취득한 학점 중 30 학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6 학점까지 인정 가능
(Up to six credits are acknowledged for those Ph.D. students who have taken more than 30
credits during their master-degree at KUBS.)
3) 2006 년 2 학기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입학자부터 적용
(This applies to the Ph.D. students (including Master-Ph.D. combined students) who entered the
school from the second semester of 2006.)

[석사과정] (Master Degree Course)
1. 교과과정 (Course Requirements)
1) Core 과목 (Core Subjects)
①경영과학 및 응용 I (Management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I)
②오퍼레이션스경영 특수연구 I (Special Topics in Operations Management I)
③공급사슬관리와 서비스운영관리 중 한 과목 (either Supply Chain Management or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2) Core 과목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Core subjects are mandatory to complete to graduate.)
2. 지도교수지정과목 및 과목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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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지정과목: 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에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지정
(advisor-designated subject: advisor designates advisor-designated subjects if needed)
과목대체: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타 과목으로 대체 가능
(course-substitution: course-substitution is possible with the approval of both the advisor and
the area chairperson.)
3. 종합시험 (General Exam)
1) 종합시험은 필기(Written)종합시험과 구술(Oral)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
2) 필기종합시험을 보는 전 학기까지의 Core 세 과목의 평점이 B+이상이면 필기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The written exam will be exempted if the average GPA of the core three subjects is above
B+ one semester prior to the exam.)
3) 필기종합시험 과목: Core 세 과목의 평점이 B+ 미만인 과목에 한한다.
4) 필기종합시험을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후 구술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5) 구술종합시험:
①평가위원회는 2 인 이상으로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②평가를 할 때 언어는 국어/영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그 외 제반 평가 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제출
1) 지도교수와 공저로 석사논문 발표 이전까지 국내외학회에서 논문발표
(Students make a research presentation, co-authored with the advisor, at the
domestic/international conference, prior to thesis defense)
2)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 고려대학교 연구포털에 본인의 모든 연구실적물 (대학원 입학
후의 학술논문, 학술회의 학술단행본)을 입력한 후 학위청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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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사/석박통합 4.4)과 석사 4.2)의 논문제출은 2017 년 제 9 월부터 적용
(Paper Requirement(4) rules of MS, PhD, integrated MS/PhD apply from Fall semester/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