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1. 학위논문 심사일정
심사일정

내

용

2022. 5. 9(월) ~ 14(토)

학위논문심사신청,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2022. 5. 30(월) ~ 6. 10(금)

학위논문심사(전공별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2022. 6. 13(월)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2022. 7. 4(월) ~ 8(금) 예정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원문파일 등록)

2. 학위논문 심사신청
가.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소정의 학점 취득과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을 확인한
후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맞게 학위논문심사원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심사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단, 심사위원 추천서는 별도양식으로 제출)
①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②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③ 심사위원 추천서 1부

④ 심사용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 3부
⑤ 논문 심사비 : 100,000원
► 입금방법 : 본인명의로 입금 / 우리은행 1006-680-471253〔예금주 :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송금시 전공(2자 이내) 및 본인이름 반드시 기재, 예)세무회계전공 → 세무-김단국〕
※ 심사용 논문은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까지 1부씩 전달하여야 한다.(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가.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주제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경영대학원장은 추천자를 심사위원
으로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인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
으로 추천하되 심사위원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원생의 논문심사 신청시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위논문심사
가. 전공주임교수는 심사일정에 맞게 학위논문 관련사항을 지도하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나. 심사는 "논문심사"와 "30분 이내의 발표"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발표자의 동의가 있
을 경우 발표는 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다. 논문심사결과는 논문심사, 발표, 구술시험을 종합하여 학칙 제33조의 "성적평가기준"에 따
라 평정하고, "매우우수", "우수", "만족" 으로 기재하며 불합격의 경우는 "불합격" 으로 기재
한다.(평가점수는 실점수로 표기하며, 반드시 합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5.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종료 후 학위논문심사자 전원에 대한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밀봉하여 심사일정에 따라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제출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시스템에서 자동 제공됨)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표절검사결과에 따른 논문통과여부는 지도교수가 결정한
다.)
► 이용방법
단국대 홈페이지 → 로그인 → 포털 → 교육지원 → 표절방지시스템 → 문서업로드 →
표절검사 버튼 클릭 → 결과확인
7. 합격된 논문의 제출
도서관 제출 : 학위논문 5부(심사위원이 직접 서명 날인한 판정지 원본 1부 포함),
논문등록확인서(파일제출 확인서) 1부,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
〔제출장소 :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407호) 031-8005-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