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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며, 제

출용(인쇄)논문과 동일하게 작성 

● 파일형식: PDF, HWP, MS-Word  

 ● 제출내역 검토 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 

●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송, 재 제출 후 

 
● 관리자 승인 후 제출 확인서 및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출력 가능 

● 출력 후 자필 서명 

 
● 박사: 학위논문 4부, 동의서(자필서명) 

● 석사: 학위논문 4부, 동의서(자필서명) 

● 자관 1부 / 국회 1부 / 국중 2부  

 

 

온라인 제출 

http://dgist.dcollection.net/ 

관리자 승인 

제출 내역 확인 후 승인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서명 

지도교수 상의 후 서명  

 

 

인쇄본 및 동의서 제출 

석박사 인쇄본 4부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서명 관련 참고사항! 

- 학위논문 공개는 지식재산권(특허)  등과 관련 있으므로 자필 서명 전 필히 지

도교수님과 상담 후 결정해주세요.   

- 영구 비공개를 설정하는 비동의는 불가능 합니다.  조건부 동의를 체크하여 공

개가능일자를 설정하여 주세요.  

- 조건부 동의 시 원문은 해당 일자까지 비공개 되나, 메타데이터 정보는 공개됩니다.  

- 초록 및 목차 데이터는 비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시 별도 표기해주세요.   

학위논문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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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 제출 

저자 온라인 제출 및 관리자 승인/검증 

 

시스템 연동 

제출 시스템 출판, RISS.kr 등 서비스 이관  

 

DB구축 및 납본 

DGIST Scholar/국회, 국립 중앙 도서관 등 DB 복제 

 

글로벌 확산  

Google Scholar 등 

구축 학위논문 확산 단계 
 

공개학위논문이 확산 되는 곳?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Colletion 학위논문 승인 후 서비스 이관 

- 국회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파일 납본 후 구축됨 

- DGIST Scholar: 메타데이터 정제 후 기관 리포지터리에 구축 

- Google: DGIST Scholar에 구축 후 구글 인덱싱 

- OAK Portal: DGIST Scholar 구축 후 OAK 포털로 이관 

http://www.riss.kr/index.do
http://www.nanet.go.kr/main.do
http://www.nl.go.kr/nl/index.jsp
http://scholar.dgist.ac.kr/
http://scholar.google.co.kr/
http://www.oak.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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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의 첫 단계인 제출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는 제출자 정보단계 

● 학위논문제출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한 연락처 정보로 알림이 갑니다.  

● 제출 후에도 제출내역조회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승인이 되어야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자 정보 

메타정보 입력 

● 논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타정보 입력 단계 (세부 유의사항은 Q3 참고) 

 

저작권 동의 

●  학교 측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저작권 동의 확인 단계 (세부 유의사항 Q4,5참고) 

원문등록 

제출확인 

●  원문파일을 등록하는 원문등록단계 

Q1 
 
온라인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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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무엇인가요? 

   Q & A  
 

제출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작성 및 제출요령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운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제목 ＊ 표지의 논문 제목은 부제목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ex) The Solution Assembly of Biological Molecules Using Ion Mobility Meth-

ods: From Amino Acids to Amyloid β-Protein 

부제목 ＊ 부제목이 있을 경우, 부제목을 입력합니다.                                                                                      

ex) The Solution Assembly of Biological Molecules Using Ion Mobility Meth-

발행기관 ＊ 반드시 DGIST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초록/요약, 목차 ＊ 원문에서 메모장에 붙여 넣은 후 복사해주십시오. 

Q3 
 
메타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화면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입력 항목별 도움말을 확인하면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는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메타데이터 입력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annualreviews.org/doi/abs/10.1146/annurev-anchem-071114-040304
http://www.annualreviews.org/doi/abs/10.1146/annurev-anchem-071114-040304
http://www.annualreviews.org/doi/abs/10.1146/annurev-anchem-071114-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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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예정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동의 체크 시 동의함을 클릭하시고 원문서비스 시작일 변경에서 원문서비스 일

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는 원문에만 해당되며 메타데이터는 공개가 기본이므로 초

록, 목차, 키워드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에 별도 표기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책자도 원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Q & A  
 

Q5 
 
학위논문 원문 이용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학위논문의 내용 변경없이 DB의 구축을 허락하고 구축된 논문을 Internet으로 공개, 배

포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용 동의서입니다. 자세한 애용은 동의서를 살펴봐 주시고 학위

논문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 필히 지도교수님과 비공개 기간 설정 유무에 관련

하여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 동의는 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의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 비동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을 클릭 후 공개가능일자를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원문 및 메타데이터(초록, 목차 포함) 공개  

일정기간  

비공개 

-원문 비공개 / 메타데이터(초록, 목차 포함) 공개됩니다 

-초록, 목차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제출시 별도 표기  

원문서비스 

시작일  

설정 

-시작일은 최소 한 달 이후 날짜부터 설정 가능 

-연장 1회 가능,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5년 가능 

-원문서비스 시작일이 지나면 원문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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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까? 예(필수) 

2. 귀하는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 아니오 

3. 귀하는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합니까? 아니오 

Q6 
 
도서관에서 권장하는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이 권장하는 라이선스(이용허락)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니 상세 설명을 읽고 제출자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라이선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세요”를 클릭하면 생성된 라이선스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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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인쇄본 인준지는 복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인준지는 1부만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3부와 전자파일의 경우 서명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Q8 
 
논문을 등록하였습니다. 변환, 승인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등록 후 변환, 승인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1)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 경우 

2) 18:00 이후나 휴일에 논문이 등록된 경우 (익일 또는 휴일 이후에 승인) 

 

 
 
제출한 논문을 수정하고 싶어요! 

제출된 논문은 제출내역에서 “미승인”인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승인”인 경우에

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Q9 
 
이력서와 감사의 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논문 뒤 쪽에 이력서와 감사의 글을 기재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

니다. 만약 이력서(인쇄본, 전자파일)가 있다면 이름과 학력, 연구활동 외에 개인정보

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책자를 먼저 만들어서 이력서와 감사의 글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는 제거하여 주세요. 

 
 
온라인 제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매뉴얼이 있나요? 

dCollection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료제출 매뉴얼 보기를 클릭하면서 온라인 학위

논문 제출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도서관운영팀으

로 문의 주세요. 

☎ 도서관운영팀 정가현 기술원 / 053-785-1171 (내선: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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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