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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1. 학술정보원에서는 학위논문 DB구축 및 원문서비스를 위하여 온라인에서 학위논문을 등
록한 후 책자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논문을 구성하는 양식, 규격, 체제
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위논문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2. 학술정보원에서는 형식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
게 일반대학원의‘학위논문 작성법(체제)’ 혹은 각 대학에서 지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논문은 책자 제본용 최종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제출(내용 및 편집 동일)하여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절차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 Research → 강의지원 → 학위논문제출”클릭하여 온라인
으로 PDF 파일 제출(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학위논문 자료제출 매뉴얼을 참고)
- 책자, 저작권동의서와 제출확인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책자 제출 후, 학위논문 제출확인서에 날인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
(단,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는 학술정보원에서 보관 후 일괄 인계)
나. 제출자료
- 학위논문 4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사인한 인준서 원본 포함한 1부 필수, 나머지는
인준서 사본 가능)
(단, 온라인 비공개 학위논문은 5부 제출,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은 5부 제출)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 저작권동의서 1부
다. 제출 장소 및 기간(※ 제출기간 엄수)
- 온 라 인 제출: 2020. 12. 24.(목) ~ 2021. 1. 4.(월) (항시)
- 책자논문 제출: 2021. 1. 4.(월) ~ 2021. 1. 8.(금) (09:00~17:00)
(단, 1. 7.(목) ~ 1. 8.(금)은 20:00까지 접수)
- 학위논문 제출 장소
신촌캠퍼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전시실
원주캠퍼스: 원주 학술정보원에 책자 논문 제출 후

‘학위논문 제출확인서’를 원주 교무부에 제출
라. 연락처
- 미디어서비스팀: 02-2123-6341/6319/464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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