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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과정 소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과정은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과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분석을 하는 글로벌 경영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성장하여,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합니다.
본 과정은 오랜 역사와 전문적 교과과정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나 연구 인재 양성
의 측면에서 국내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 연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우수 경영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수진
선도적인 연구와 혁신적인 교육 - “연세경영의 교수진은 교육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연세경영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교수진은 Harvard, UPenn, Columbia, Stanford, MIT, NYU, INSEAD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업적도 뛰어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법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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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MIT Univ., 2008)
Ph.D. (Columbia Univ., 1989)
Ph.D. (Univ. of Pennsylvania, 2010)
Ph.D. (Univ of Michigan, 1995)
Ph.D. (Northwestern Univ., 2004)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Ph.D.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2000)
Ph.D. (Univ. of Cincinnati, 1987)
Ph.D. (Virginia Tech., 1996)
Ph.D. (Univ. of Pennsylvania, 2014)
Ph.D.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1999)
D.B.A. (Harvard Univ., 1986)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Ph.D. (Univ. of Pennsylvan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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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Columbia Univ., 1988)
Ph.D. (Univ. of Pennsylvania, 1994)
Ph.D. (Carnegie Mellon Univ., 1993)
Ph.D. (The Ohio State Univ., 1995)
Ph.D. (New York Univ., 1996)
Ph.D. (Univ. of Pennsylvania, 1990)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2)
Ph.D. (Columbia Univ., 2003)

Accounting
김지홍 Ph.D.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 (Baruch College, City Univ.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 (Northwestern Univ., 1992)
윤대희 Ph.D. (Yale Univ., 2008)
이경태 Ph.D. (U.C.L.A., 1992)
이호영 Ph.D. (Univ. of Oregon, 2000)
장진호 D.B.A. (Harvard Univ., 1999)
최원욱 Ph.D. (Columbia Univ., 1993)
Andres Guiral Ph.D. (Columbia Univ., 1993)

Ph.D. (Univ. of Texas at Austin, 1991)
Ph.D. (Univ. of Michigan, 2011)
Ph.D. (New York Univ., 2011)
Ph.D. (Univ. of Illinois, 2010)
Ph.D. (INSEAD, 2005)
Ph.D. (The Ohio State Univ., 1990)
Ph.D. (Yale Univ., 1996)
Ph.D. (Univ. of Minnesota, 1998)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 2000)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88)
Ph.D. (Stanford Univ., 2003)
Ph.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8)
Ph.D. (Texas A&M Univ., 2002)
Ph.D. (Univ. of Maryland, 1993)
Ph.D. (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Ph.D. (Univ. of Pennsylvani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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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Univ. of Michigan, 2003)
Ph.D. (Carnegie Mellon Univ., 2008)
Ph.D. (Carnegie Mellon Univ., 1993)
Ph.D. (Indiana Univ., 1986)
Ph.D. (Carnegie Mellon Univ., 2001)
Ph.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Ph.D. (Univ. of Michigan, 1999)
Ph.D. (MIT Univ., 2008)
Ph.D. (Indiana Univ., 1989)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Ph.D. (Univ. of Texas at Austin, 1993)
Ph.D. (Univ. of South Carolina, 2000)
Ph.D. (Univ. of Southern California, 2001)
Ph.D. (Univ. Paris 1, 2010)
Ph.D. (Cornell Univ., 2001)
Ph.D. (Indiana Univ., 2001)

학위 과정
석사과정
- 2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전공별로 석사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연구원과 같은 전문 인력으로 취업을 하거나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입학시 학부의 전공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 학문적 열정과 전망이 있는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각각 수학할
경우 소요되는 6년 과정을 5년안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 첫 1년을 수학한 후 석사로 졸업을 할 것인지, 박사과정을 밟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입학시 학부의 전공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4년 과정입니다.
- 학위 과정동안 전공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연구 경험을 하고 연구 논문 및 저서들을 배출
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 입학 후 학부의 전공이 주요 변수가 되지는 않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수학 경험이 있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서 심리학 또는 사회학 전공을 한 후 매니지먼트 박사과정으로 지원

세부 전공 소개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전공에서는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한국기업의 국제화 시대에 필요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경영환경론, 국제경영론, 국제마케팅, 동아시아 경영론 등의 이론 및 실
제적인 사례들을 다룹니다. 관련 이론들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국제경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새로운 글로벌경영전략을 연구합니다.

마케팅 (Marketing)
마케팅 전공에서는 구매자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과
이론 및 방법론적 틀을 다룹니다. 세부분야로는 마케팅관리론, 소비자행동분석, 시장조사론, 신제품마
케팅, 유통관리, 판매촉진관리, 광고론, 계량마케팅, 서비스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브랜드관리론, 국제마
케팅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Management)
매니지먼트 전공에서는 기업의 총체적인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전략경영, 벤
처경영, 노사관계 등에 관한 연구 분야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관심은 심리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
는 것으로부터 기업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게 퍼져 있으며, 조직을 효과적으로 경
영하는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보험 (Finance/ Insurance)
재무전공은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효율적인 재무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현대 투자이론의 기초
개념과 이의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포트폴리오이론, 자본시장이론, 금융공학이론
을 포함하여 증권시장의 역할, 기능, 형태를 다루며 증권시장 상품의 주식, 채권,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
분석 등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보험전공은 보험의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및 법적 기본원리를 학습하
고 이러한 기본 원리들이 보험계약, 리스크관리, 보험회사 운영, 보험료 산정, 정부의 보험 산업 규제 및
재보험 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연구합니다.

회계 (Accounting)
회계학 전공은 기업의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등 기업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가 내부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분야로 구분됩니다. 재무회계에서
는 새로운 방법도입의 검토, 수익의 측정방법, 대차대조표의 항목별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며, 관리회계
에서는 제조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가관리, 경영계획과 통제를 위한 회계자료의 이용방법, 정보
의 성격, 의사결정과정,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합니다. 세부분야로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ODI-OM)
오퍼레이션 전공은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경영프로세스의 재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다각
화되는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어떻게 가장 만족시키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적 접근 방법들에 대하여 연구 합니다.

경영과학 (ODI-OR)
경영과학 전공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과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제고하는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교육의 주목적을 두고 연구
합니다. 하부 관리층의 운영적 의사 결정에 적합한 수리모형의 적용뿐 아니라 최고 경영층의 전략적 의
사 결정에 적합한 인지모형, 즉, 지능적 추리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주된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ODI-IS)
정보시스템 전공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달, 사용 등에 관한 제반 지식 제공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정보시스템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기업의 운영계층, 관리계층, 전략
계층의 모든 경영과정을 지원합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포함한 커뮤니
케이션 기술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영학과 졸업생 동문
강민정 박사 국립인천대학교 교수

서도원 박사 충북대학교 교수

이재홍 박사 순천대학교 교수

강승완 박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

서응교 박사 단국대학교 교수

이정화 박사 한양대학교 교수

고윤성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교수

성상현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이정희 박사 일본 Kwansei Gakuin University 교수

고재민 박사 인하대학교 교수

신병현 박사 홍익대학교 교수

이종건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권인수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신진교 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이현규 박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김경묵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신택현 박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이현아 박사 가천대학교 교수

김기문 박사 충남대학교 교수

심상민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임명서 박사 상지대학교 교수

김도근 박사 동명대학교 교수

안윤영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임주현 박사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범성 박사 선문대학교 교수

여은정 박사 국립강릉대학교 교수

장금주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상일 박사 아주대학교 교수

오명전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장운욱 박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김성환 박사 광운대학교 교수

우용상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병욱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연화 박사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윤영삼 박사 국립부경대 교수

정기위 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김영조 박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이남령 박사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정명호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태동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명건 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정연승 박사 단국대학교 교수

남중헌 박사 울산대학교 교수

이상묵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조문경 박사 미국 Texas A&M Int'l University 교수

노민영 박사 미국 Hawaii Pacific University 교수

이상철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채수준 박사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노원희 박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

이성원 박사 아주대학교 교수

최영근 박사 상명대학교 교수

박경진 박사 명지대학교 교수

이승연 박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

최종원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박상언 박사 충북대학교 교수

이영한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화열 박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박순홍 박사 충남대학교 교수

이은곤 박사 수원대학교 교수

최 훈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애영 박사 광운대학교 교수

이은철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한경일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박종필 박사 경남대학교 교수

이재은 박사 순천대학교 교수

허원무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동문만 포함하며, 지면상 모든 동문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장학 제도
경영학과 석박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조교장학금 _석·박사

전임교수의 강의 및 연구조교로 활동을 추천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

근로장학금 _석·박사

행정 학사 업무에 대하여 근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일반장학금 _박사

full-time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분적으로 지원

우수장학금 _박사

full-time 박사과정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

이 밖에도 연구 성과에 기반한 교내외 장학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학 절차

입학 전형은 전기(매년 10월 경 원서접수)와 후기(매년 4월 경 원서접수)로 나누어
선발을 합니다. (전공별 선발여부는 선발시기마다 차이가 있음)
인터넷을 통한 원서 접수
http://graduate.yonsei.ac.kr

서류 전형

서류 합격자 발표 (구술 시험 대상자)

구술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http://graduate.yonsei.ac.kr

합격자 등록

문의처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12동(경영관) 406호
경영대학 석박사과정 담당자
Tel: 02-2123-6256
Fax: 02-2123-8639
ysb_msphd@yonsei.ac.kr
http://ysb.yonsei.ac.kr (경영대학)
http://graduate.yonsei.ac.kr (일반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