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논문 제출 안내 >
가. 인쇄본 학위논문 제출 안내
● 석사, 박사: 사본 3부(서명有 1부 + 서명無 2부)
- 서명有 1부: 심사위원 성명 및 날인(서명)이 있는 것으로 제출
- 서명無 2부: 심사위원 성명 및 날인(서명)이 없는 빈칸으로 제출
● 제출방법: 전자파일 제출 후 SAIHST 행정실 방문 및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2020. 1. 17.(금) 11:00
나. 온라인 학위논문(전자파일)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0. 1. 9.(목) 17: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단, 제출 마감일은 17:00까지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dCollection(http://dcollection.skku.edu)으로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자파일의 학위논문 인정서에는 심사위원 성명 및 날인이 없어야함
- 전자파일은 인쇄본과 반드시 일치해야함
- 전자파일 제출이후 정상적으로 변환되어 제출상태가 ‘처리완료’ 되었는지를 dCollection 사이트에서 반드
시 확인하고 인쇄본을 제본할 것
다. 인쇄절차
전자파일 제출 승인 완료 후 인쇄할 수 있으며 오탈자 교정 외에는 수정 불가 (전자파일=인쇄본 동일 원칙)
라. 제출 기한
- 학위논문 온라인탑재(전자파일) 완료 기한: ~ 2020. 1. 9.(목) 17:00
-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기한: ~ 2020. 1. 17.(금) 11:00
제출처: SAIHST 행정실(삼성생명 일원역빌딩 의과대학 임상교육장 A동 9층)
마. 행정실 추가 제출 서류
1) 학위논문 내용일치 확인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
2) 저작물온라인이용허락동의서 1부(dCollection 홈피 출력 후 자필서명) / ※ 온라인 제출 완료(승인 확정) 후 출력 가능
3)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확인서 1부 (dCollection 홈피 출력)
4) 대학원 졸업자 취업현황 1부 [별지 제27호서식]
5)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영문학위기 인쇄용 여권 영문명) 1부 [별지 제28호서식]
6) (박사만 제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작성한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 완료증 제출
바. 학위논문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
● 연도/월 표기
구 분

표 지

심사 청구서

인정서

연도/일자

2020으로 표기

2019년 10월

2019년 12월

비 고

2020년 겨울 학위수여일이 2020.

❍ 학사일정 상의 심사원 제출

❍ 학사일정 상의 심사결과

2. 25.(화)이므로 논문 표지(측면

기간이 2019년 10월이므로 심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 2019년

표지 포함)의 연도는 2020으로

청구서에 2019년 10월로 표기 /

12월이므로 인정서는 2019년

표기

날짜 표기 X

12월로 표기 / 날짜 표기 X

● 전공 표기(논문 표지/내표지/심사청구서의 전공 표기 방법)
구 분

석 사

표기

학과만 표기

방식

(세부전공 표기하지 않음)

박 사
*SAIHST는 세부전공이 없으니 학과명만 표기

● 논문 마지막 페이지 Abstract(초록) 작성
-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검색 주제어를 2개 이상 5개 이내로 기입
- 논문 본문을 국문(한글)로 작성할 때 : 초록은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택1)로 작성
- 논문 본문이 외국어(영어)로 작성할 때 : 초록은 국문(한글)로 작성
사. 학위논문 제본 시 주요 유의사항
● 제본: 양장 표지(Hard Cover) / 반양장 표지(Soft Cover) 모두 가능
- 양장 표지 : 짙은 네이비 포크로스 표지에 글자는 금박으로 인쇄
- 반양장 표지 : 백색 모조지 표지에 글자는 검은색으로 인쇄
※ 위에 기재된 방식 이외의 표지는 사용할 수 없음 (과거 양장 표지의 경우 검은색 표지가 가능했던 경
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짙은 네이비색 표지만 가능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정서
① 인정서 원본(심사위원이 서명/날인한 원본 인정서): 논문 제출 시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논
문 인쇄본 제출 시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인쇄본과 별도로 인정서 원본을 지참하였을 경우,
원본 일치 여부만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됨)
<제출용 인쇄본의 인정서>
② 제출용 인쇄본 3부 중 1부에만 ⅰ) 인정서 원본을 삽입하여 제본하여 제출하거나 ⅱ) 인정서 원본을 복사/
스캔하여 해당 부분에 삽입하고 제본하여 제출하고 ⅲ) 제본 시 인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제본하거나 인정서 원본을 복사하여 해당 부분에 부착 후 제출
③ 나머지 2부의 인정서에는 심사위원 성명/서명을 일체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포함하여 제본하여 제출
<전자파일의 인정서>
④ 전자파일 업로드 시: 논문 전자 파일의 인정서에는 심사위원 성명/서명(또는 날인)을 일체 포함하지 않음

제출용 인쇄본 중 1부에만 사용하는

제출용 인쇄본 중 2부 및 전자파일에 사용하는

인정서 예시 (심사위원 성명, 서명 포함)

인정서 예시 (성명 및 서명 없음)

※ 서명은 심사위원이 승인할 경우 도장 날인으로 대체 가능
※ 심사위원 성명을 인쇄하지 못한 경우 펜으로 기입도 가능

아. 학위논문 제출 관련 주요 사항 안내
1.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은 전자파일과 인쇄본이 모두 제출 완료되어야 학위가 수여됨
2. 논문심사를 통과하였어도 제출 기한 내에 전자파일 및 인쇄본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학위 수여가
유예됨.
- 유예 직후 학기의 제출기한 내에 논문 전자파일/인쇄본 모두 제출 완료할 경우 제출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
위 수여
- 유예 직후 학기의 논문 전자파일/인쇄본 제출기한 내에 논문 제출을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논문(본)심사
합격을 취소하며, 차학기에 논문심사 절차를 신청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함 (단, 예비심사 합격 결과는
유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