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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유형별이용방법

• 인쇄본: 학술정보관 3층 학위논문 서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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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도서관 웹사이트, dCollection, ScholarWorks 등에서 이용 가능

도서관 웹사이트

(library catalog)

검색

학위논문

청구기호(call 

number) 확인

학술정보관 3층

학위논문 서가

에서 찾기

대출 불가

도서관 내

열람 가능

학위논문

웹사이트 접속

키워드, 저자 등

으로 검색 또는

학과별 브라우징

원문 링크로

Full-text 접근

학위논문

공개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학위논문인쇄본찾는방법 (1/4)

① 도서관 웹사이트
→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여 검색

※ 검색어: 제목, 저자, 지도교수, 학과 등
※ 저자명, 지도교수, 학과명은

한글/영어 모두 검색 가능

② 검색 결과 제한: Books & Med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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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인쇄본찾는방법 (2/4)

③ 검색 결과 제한

- 유형: Resource Type – Dissertations 또는
- 위치: Location – [3F] Thesis 

[4F] Archive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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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인쇄본찾는방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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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 선택 → Get It → 청구기호 확인

[해석] 

• 학술정보관 3층 학위논문 서가에 있음

• 청구기호: NSC 2019 D2

※ 비고: 위치가 [4F] Archives – Thesis 인 경우

→ 저자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 이용 불가



학위논문인쇄본찾는방법 (4/4)

⑤ 학위논문 서가에서 자료 찾기

- 위치: 학술정보관 3층
- 도서관 내 열람만 가능,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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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과별 기호

기호 학과 기호 학과

BAE Management Engineering LSS Biology Sciences

DHC System Design & Control Eng. MNM Mechanical Engineering

DHI Creative Design Engineering MNN Nuclear Engineering

DHS Human Factors Engineering MSE Materials Science Engineering

ECC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SC Chemistry

ECE Electrical Engineering NSM Mathematical Science

EEB Battery Science & Technology NSP Physics

EEC Chemical Engineering UEC UEE (Convergence of Sci. & Arts)

EEE Energy Engineering UED UEE (Disaster Management Eng.)

LSE Biomedical Engineering UEE UEE (Environmental Sci. & Eng.)

UEU UEE (Urban Infrastructure Eng.)



학위논문전자파일에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

UNIST 도서관 웹사이트

• http://library.unist.ac.kr

• UNIST 대학원 발간 학위논문
(인쇄본, 전자파일)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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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

• http://unist.dcollection.net

•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유통 시스템

• 학과별 브라우징 유용

ScholarWorks@UNIST

• http://scholarworks.unist.ac.kr

• UNIST 연구성과 홍보 웹사이트

http://library.unist.ac.kr/
http://unist.dcollection.net/
http://scholarworks.unist.ac.kr/


학위논문전자파일이용방법: 도서관웹사이트 (1/2)

① 도서관 웹사이트
→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여 검색

※ 검색어: 제목, 저자, 지도교수, 학과 등
※ 저자명, 지도교수, 학과명은

한글/영어 모두 검색 가능

② 검색 결과 제한: Books & Med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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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전자파일이용방법: 도서관웹사이트 (2/2)

③ 검색 결과 제한

- 유형: Resource Type – Dissertations 또는
- 위치: Location – [3F] Thesis 

[4F] Archive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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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 선택 → Online access

※ 학위논문 저자의 전자파일 공개 여부에 따라 Full-text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유예, 비공개)



학위논문전자파일이용방법: dCollection 학과별브라우즈

① dCollection (http://unist.dcollection.net)

② 브라우즈 → 학과별 학위논문 → 대학원 선택

※현재대학원그룹

-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of UNIST
- 디자인-공학융합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reative Design Engineering

③ 학위논문 선택 → Origi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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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저자의 전자파일 공개 여부에 따라 Full-text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유예, 비공개)

http://unist.dcollection.net/


학위논문전자파일이용방법: ScholarWorks@UNIST 학과별브라우즈

① ScholarWorks@UNIST
(http://scholarworks.unist.ac.kr)

② Communities & Collections
→ School (학부)
→ Theses_Master/Ph.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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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저자의 전자파일 공개 여부에 따라 Full-text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유예, 비공개)



타대학원학위논문검색추천웹사이트

국내 대학원 학위논문

1. RISS (www.riss.kr)

2.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

3.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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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원 학위논문

1. PQDT 해외석박사학위논문

2. DDOD 해외박사학위논문

※ 이용 안내: http://library.unist.ac.kr/news/71505

http://www.riss.kr/
http://dl.nanet.go.kr/
http://www.nl.go.kr/
http://library.unist.ac.kr/news/71505


학위논문 이용 관련 문의
UNIST Library 권유리

(☎1405, kyl7539@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