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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후반기 학위청구논문 일정(석사과정) *학교홈페이지- 종합서비스- 행정 서식함에 학위논문양식이 있습니다.

일       정 내          용 제출서류/작성서류 위원 날짜

논문지도교수 배 정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통과

학생이 제출한 논문지도교수 청원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 배정
학생: 논문지도교수 청원서 

2021년
3월8일(월)까지

논문계획서
작성 / 제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

논문계획서 :

논문 제목, 연구, 목적, 방법, 범위, 잠정적 목차와 각장에서 쓰고자 하

는 내용의 요약, 참고문헌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량은 참고문헌

을 제외하고 A4용지 5-7매로 한다.

학생: 학위논문계획서

3월15(월)까지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통과 

논문작성
논문은 50매 이상 (본교 논문작성법 참고)

매월 2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지도

논문지도 확인서 작성(매월 2회, 총 5장)

지도교수 : 논문지도확인서(총 5장) 3월~5월14일(금)

논문심사신청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심사비 납부) 
학생 : 논문심사신청서

지도교수: 학위논문심사위원추천서
~5월21일(금)

심
사

형식심사
형식심사위원 1인 (지도교수)

 - 합격여부 형식심사위원이 결정

학생 : 논문 원고 1부 대학원위원회 제출

위원 : 형식심사평가서
지도교수 ~5월28일(금)

                                                                                  학생 : 논문심사용, 구술심사용 원고 3부- 대학원 위원회 제출    

논문심사

위원  3인

주심 : 논문지도교수 1인

부심 : 2인(전공분야1인, 비전공분야 1인)-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하면 합격

논문심사평가서

위원장: 지도교수

위원: 전공분야

위원: 타전공분야

5월31일(월)~
6월4일(금)까지

구술심사

위원 3인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하면 합격 )

주심 : 1인 (지도교수 이외의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

부심 : 2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분야 1인, 비전공분야 1인)

*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
* 기존일정 이외에 구술심사를 진행 하실 경우 개별로 일정을 선정하셔서 진행. 

* 6월 23일(수) 17시까지 구술심사자평가서 등을 교무학생처로 제출 

구술심사평가서

논문심사결과종합보고서

위원장: 전공분야

위원: 지도교수

위원: 타전공분야

6월18일(금)
오전 10시부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5조 : 학위논문의 최종합격은 성적입력기간 마감일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재 심 사
각 심사에서 탈락 시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

1년 이내 합격했던 심사에 대해서는 면제

논문출판
하드커버 6부 논문 제출

원고가 담긴 File 제출(PDF, 목차포함)

정보공개동의서 제출

학생 1)표절검사 결과확인서(카피킬러) 지도

교수확인(싸인) 후 제출

     2) 정보공개동의서

~7월10일(화)

*논문일정에 따라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서류(본인제출, 지도교수제출)를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일정공유 후 

교무학생처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자격 :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타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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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미이수나 재학연한 안일 경우 : 연구수료
*논문미이수나 재학연한 밖일 경우 : 영구수료

<논문관련 납입금 안내>

*영구수료자 중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 2년)

수료구분 납입금항목 석사 비고 입금계좌

연구

수료

수업료의 

1/10(등록금)
⍺ 최종학기의 1/10 경남은행 235-0015-7701-98  (부산장신대학교)

논문지도비 500,000원 재학생은 면제
경남은행  613-35-0001604  (부산장신대학교)

논문심사비 250,000원

기타 납부금

계 750,000+ ⍺

영구

수료

입학금 600,000원

경남은행 235-0015-7701-98 (부산장신대학교)수업료의 

1/10(등록금)
⍺ 최종학기의 1/10

논문지도비 500,000원
경남은행 613-35-0001604 (부산장신대학교)

논문심사비 250,000원

기타 납부금

계 1,350,000+ ⍺

일반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석사 4학기(2년) 10학기(5년)

박사 6학기(3년) 14학기(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