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 청구논문 작성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48호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94호

개정 2019.11,28, 지침 제280호

개정 2020.11.23, 지침 제332호

개정 2020.12.23, 지침 제3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 학위수여규정 제4장 제22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심사용 논문과 제출용 논문으로 구

분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용 논문

   가. 영문으로 작성하며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MS Word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 종이크기는 A4(210mm×297mm)으로 한다.

   라. 논문초록은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마. 작성된 논문은 석사과정인 경우는 3부, 박사과정인 경우는 3부

를 해당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0.11.23)

  2. 제출용 논문

   가. 논문의 겉표지는 양장본 (검정색)으로 제본한다. 

   나. 논문의 겉표지 다음 페이지에는 논문제목이 표기된 속표지를 

삽입한다.

   다. 종이크기는 A4(210mm×297mm)으로 하며 종이색은 흰색으로 

한다. 

   라. 사진은 원본의 색이 유지되도록 인쇄하여야 한다.

   마. 제본은 학위논문 심사통과 승인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바. 본문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Ms Word의 경우) 

    1) 본문내용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5줄  



    2) 각    주 : 글자 크기 9pt 

    3) 서    체 : Times New Roman체 

    4) 글 자 색 : 흑색 (수치 및 그림 등의 붙임 자료는 칼라 가능) 

    5) 여백: 위쪽 3cm, 아래쪽 2.54cm, 왼쪽 2.54cm, 오른쪽 2.54cm 

         (MS2007 기본) 

    6) 페이지 표시는 각 면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사. 삭제 (2019.11.28)

   아. 학위논문 전자파일구성은 표제지부터 초록과 그림파일까지 논

문 전체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야 하고, 제본된 논문과 동일한 내

용의 파일이어야 한다. (신설 2019.11.28)

제3조(학위논문 심사) ①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심사위원이 선정  

되면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양식【NOMINATION OF THESIS     

/DISSERTATION EXAMINING COMMITTEE】을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교학부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23)

  ② 논문 심사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심사위원 전원에게 심사용 논문

을 제출한다. (개정 2020.11.23) 

제4조(학위논문 승인) ① 학위논문 심사가 완료 된 후 학위청구논문   

승인서【MASTER'S THESIS/DOCTORAL DISSERTATION APPROVAL】

를 심사 후 기한까지 주관 행정부서로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겉표지【붙임1】

   2. 속표지【붙임2】

   3. 학위논문 승인서【붙임3】

   4. 학위논문 심사통과 승인 확인서【붙임4】

   5. 논문초록

   6. 백색 별지

   7. 목 차【붙임5】

   8. 그림 목차 

   9. 표 목차 



   10. 술어 및 약어해설 

   11. 본문 예시

    가. 서론(Introduction)

    나. 이론 및 수학적 전개 (Theoretical & Mathematical 

Development) 

    다. 실험 방법 및 재료 (Experimental Method & Materials) 

    라. 결과 (Results) 

    마. 고찰 (Discussion) 

    바. 결론 (Conclusion) 

   ※ 본문에 포함된 내용 (서론~결론)은 작성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12. 참고문헌 【붙임6】

   13. 사사

   14. 백색별지 

   15. 뒤표지 

제5조(학위논문 제출) ①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연구 결과의 보존 

및 공유를 위하여 학술정보처(문헌정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학위수여 예정자가 제출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학위논문 인쇄본 및 ‘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

【Thesis/Dissertation Agreement】’

   2. 학위논문 전자파일

③ 학위논문 인쇄본 및 전자파일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술

정보처(문헌정보팀)의 안내에 따른다. (2019.11.28)

제6조 삭제 (2019.11.28)

제7조 삭제 (2019.11.28)

제8조 삭제 (2019.11.28)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위 청구논문 작성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그 효력을 지속한

다.

부칙(2016.07.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8)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3)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학년도 2학기 

시작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0.12.23)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학년도 2학기 

시작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1】겉표지 (Front cover) (개정 2020.12.23.)

주) 활자크기: 제목21pt, 그 밖의 사항 16pt, 연도: 졸업년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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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s Thesis / Doctoral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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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DISSERTATIO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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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Battery Science and Technology)
[Write only if the name of the major is different from the department nam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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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속표지 (Title Page) (개정 2020.12.23.)

주) 활자크기: 제목 21pt, 그 밖의 사항 16pt

THESIS/DISSERTATION TITLE

Gil-Dong Hong

Department of Energy Engineering 
(Battery Science and Technology)

[Write only if the name of the major is different from the department nam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붙임 3】학위논문승인서 (Thesis/Dissertation Approval)

(개정 2020.12.23.)

주) 활자크기: 제목 21pt, 그 밖의 사항 14pt, 연월일: 서명하는 날을 표기

Thesis/Dissertation Title

A thesis/dissertation submitted to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Master of Science

Gil-Dong Hong

12. 10. 2010 Month/Day/Year of submission
Approv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
Advisor 

 Cheol-Su Kim



【붙임 4】학위논문 심사통과 승인 확인서 (Confirmation of

Thesis/Dissertation Approval)

주) 활자크기: 14pt

석사학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3인, 박사학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5인의 날인이 필요함

Thesis/Dissertation Title
Gil-Dong Hong

This certifies that the thesis/dissertation of Gil-dong Hong is 
approved.

12. 10. 2010 Month/Day/Year of submissio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visor: Cheol-Su Kim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1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2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3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4; 
                        three signatures total in case of masters



【붙임 5】목차 (Contents)

Contents 

Ⅰ. Introduction ----------------------------------------------------------------------------1

Ⅱ. Theoretical & Mathematical Development----------------------------------------3 

   2.1 -----------------------------------------------------------------------------------------4

   2.2 -----------------------------------------------------------------------------------------5 

Ⅲ. Experimental Method & Materials--------------------------------------------------6

   3.1------------------------------------------------------------------------------------------7
   
   3.2 -----------------------------------------------------------------------------------------8

   3.3 ----------------------------------------------------------------------------------------10
   
   3.4 -----------------------------------------------------------------------------------------12 

  

주) 활자크기: 목차 14pt, 그 밖의 사항 11pt,

목차의 번호부여에 유의하기 바람



【붙임 6】참고문헌 (References)

주) 활자크기: 제목 14pt, 그 밖의 사항 11pt,

작성방식: ACS, AMS, APA, IEEE, Harvard 스타일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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