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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학위논문을제출하는가?

학위논문 & 도서관

UNIST LibraryGraduation

ScholarWorks
@UNIST

Thesis/Dissertation

• 대학원 학위 기간 중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속기관에 보고

• 도서관에서는 기관 연구결과물을 수집 및 보존,

기관 구성원 및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

도록 학위논문을 유통하여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 도모

•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 에 의거 국가 대표 도서관

에 납본, 국가서지 작성 및 지식정보자원 보존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
(Guidelines for Thesis/Dissertation Writing)

기본 사항

• 영어로 작성

• 제출용 논문은 백색, A4-size 단면 인쇄

• 제출용 논문의 겉표지는 검정색 양장본

(제목 등 글씨는 금장 인쇄)

• 서체는 Times New Roman

• 사진은 원본의 색이 유지되도록 인쇄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 – 작성 순서

1. 겉표지 (Front cover)

2. 속표지 (Title page)

3. 학위논문 승인서 (Thesis/Dissertation Approval)

4. 학위논문 심사통과 승인 확인서 (Confirmation of 
Thesis/Dissertation Approval)

5. 논문초록 (Abstract)

6. 백색 별지 (Blank page)

7. 목차 (Table of Contents)

8. 그림 목차/표 목차/ 술어 및 약어해설
(List of figures / List of tables / Explanation of terms and abbreviations)

9. 본문 (Body)

10. 참고문헌 (References)

11. 사사 (Acknowledgement)

12. 백색 별지 (Blank page)

13. 뒤표지 (Bac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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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심사용): 1,000단어 이내

본문예시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 Mathematical 

Development
3. Experimental Methods & 

Materials
4. Results
5. Discussion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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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별 학위논문 양식 (2012) 

참고문헌 양식 관련 학과

ACS Style 기계,신소재, 화학, 화학공학, 생명, 에너지, 원자력

AMS Style 수리과학

APA Style 산업디자인, 인간공학, 도시환경공학, 경영

IEEE Style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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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s Thesi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O)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O)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X)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X)

졸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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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of Philosophy or Master of Science
Master of Engineering (X)

지도교수님 서명
 인쇄본: 필수
 전자파일: 선택

※ 지도교수가 2인?
→ UNIST는 1인 지도교수 체제
→ UNIST 소속 지도교수님 1인의 서명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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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지도교수 포함 3인

• 박사학위: 지도교수 포함 5인

심사위원 서명
 인쇄본: 필수
 전자파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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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기발표학술지논문을학위논문에..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기표절인가?”

∙∙∙ 국내의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에 대
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간 논문이 무조건적인 재출
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 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
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11. p.91)

“부당한 중복게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 2015.11. p. 70-77)

∙∙∙ 다음의 경우들은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중복게재의 사례들이다. ∙∙∙

사례 ③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제1저자로출판한논문을학위논문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

• 통상적으로 학위논문 작성 시 이전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일부를 출처를 밝혀 인용하거나, 선행
연구 등을 작성하거나, 학술지 논문의 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입니다.

• 그러나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이전 학술지 논문 발표 성과들을 모아
서 그것으로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관행을 권장하는 경우
도 일부 있습니다.

• 연구윤리는 개별 학문 분야의 ‘자율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학계의 관행이 어느 정도까지 허
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는 일이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위규정에 이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명
확하게 있다면 그에 맞는 형식을 가지고 학위논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위 논문 도입부에 학위논문이
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대학의 학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동의 하에 학위 논문 도입부
에 이를 밝히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출판할 시에는 학위논문 형식에 맞게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초록,
서론, 방법론, 참고문헌 등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학위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웹사이트 Q&A)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공동저자학술지논문을학위논문에..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
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
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활용 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 논문
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11. p.97)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학술지논문의학위논문재사용에대한주요출판사의정책

https://pubs.acs.org/page/copyright/permissions_journals.html#

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copyright/permissions

(참고자료) 도서관 웹사이트
→ 연구 & 학습 지원 → 학위논문 FAQ 
→ 학술지 발표 논문의 학위논문 재사용

https://pubs.acs.org/page/copyright/permissions_journals.html
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copyright/permissions


학위논문준비는이렇게

출판예정학술지논문을학위논문에..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미간행 출판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술지 논문에 박
사학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나 관련 내용이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에서 중복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상호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각의 논문에서 마치 처음 사
용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학술지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인쇄되기 전보다 먼저 발표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박사학위 논문에는 해당 학술지의 관련 내용을 출처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연
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11. p.41)

☞ 학위논문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 정보를 기술하고
‘in press’ 라는 용어를 표기하여 명시

연구윤리 관련 자료

• UNIST 연구진흥팀 (☎ 1172)

• 연구처 웹사이트 (research.unist.ac.kr) → 연구윤리 및 감사

• 연구윤리정보센터 (www.cre.or.kr)



관련자료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 & 템플릿 & FAQ

1. UNIST Portal → 게시판 → 학사공지

2. UNIST Library → 연구 & 학습 지원 → 학위논문 작성, 제출, 이용 / 학위논문 FAQ



학위논문제출 @ UNIST 도서관

학위논문제출절차 & 제출한학위논문의유통및보존

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사정 완료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도서관

@ 행정실

국립중앙도서관

UNIST 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Naver
학술정보

ScholarWorks
@UNIST

@ dCollection
(학위논문 수집 유통 시스템)

석사/ 박사: 3부
“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 필수

학과 제출여부는행정실에문의



학위논문제출 @ UNIST 도서관

학위논문공개및이용동의서

※ UNIST 학위논문 공개 정책

• UNIST 연구 결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학위논문 공개 권장

• 학술지 논문 심사 중이거나 게재 예정, 특허 출원 또는 심
사 등의 사유로 즉시 공개가 불가할 경우 공개 유예 권장

유형 정책 선택(안) 비고

서지
필수
공개

없음
Google Scholar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인쇄본

선택
공개

공개
학위논문 서가 비치, 대출 불가,

관내 열람 허용

조건부
공개

공개 유예기간 후 학위논문 서가 비치

초록 및
전자파일

공개
웹사이트에 원문 공개,
보기/인쇄/저장 가능

조건부
공개

공개 유예기간 후 원문 링크 및
PDF 파일 공개

비공개 대내∙외 미공개, 보존용으로만 관리



학위논문제출 @ UNIST 도서관

학위논문공개및이용동의서



선배님의학위논문을찾아볼까?

UNIST 학위논문검색및열람 (1) 도서관웹사이트에서검색

1. 도서관 웹사이트 메인 검색창

→ 키워드, 저자명, 지도교수명, 

학과명 등으로 검색 (한글 가능)

2. 검색 결과: ‘Books & Medias’

3. 검색 결과 필터

‘Resource type: Dissertation’ 

또는 ‘Location: [3F] Thesis’



선배님의학위논문을찾아볼까?

UNIST 학위논문검색및열람 (2) ScholarWorks@UNIST

1. ScholarWorks@UNIST (http://scholarworks.unist.ac.kr)
2. Communities & Collections → 학부명 선택
3. Choose collections: Theses_Master or Theses_Ph.D

http://scholarworks.unist.ac.kr/


선배님의학위논문을찾아볼까?

UNIST 학위논문검색및열람 (3) dCollection

1. dCollection (http://unist.dcollection.net)
2. 키워드 검색: 학위논문 제목, 저자, 지도교수, 학과명 (※ 영어)
3. 브라우즈 → 학과별 학위논문 / 커뮤니티 & 컬렉션 (학위논문 제출 시기)

http://unist.dcollection.net/


왜 학위논문을

제출하는가?

학위논문

준비는 이렇게

학위논문 제출

@ 도서관

학위논문을

찾아볼까?

Question?

권유리
UNIST LIBRARY

☎ 1405, kyl7539@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