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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박사학위 자격시험 규정
[제정 2013. 03. 26.]

[개정 2016. 02. 15.]

1. 박사학위 자격시험이란 대상자가 연구제안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발표, 관련 과목 

수강 내역 및 성적, 영어능력 등을 통해 학위 과정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

는 시험이다. 평가는 자격시험 위원회가 한다.

2. 자격시험 위원회는 자격시험 대상자가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구성하며 전공책임교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디지스트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공책임교수가 결정한다.

3. 자격시험 대상자는 자격시험 위원회와 상의하여 연구결과 발표일을 정한다. 연구결

과 발표는 입학 후 세 번째 학기에 (3월-8월, 혹은 9월-2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대상자는 연구결과 발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다음 항목을 자격시험 위원들에

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Ÿ 연구제안서

Ÿ 관련분야 대표논문 또는 교과서 챕터 중 5편 이상으로 이루어진 읽기목록

Ÿ 디지스트에서 현재까지 수강한 과목 목록 및 학점

Ÿ 디지스트에서 수강했거나 혹은 연구결과 발표일 전에 수강이 완료되는 핵심과

목 목록. 핵심과목의 정의는 별도의 규정을 따름. 

5. 대상자는 연구결과 발표일 최소 1주일 전에 연구제안서에 기반 하여 수행한 연구결

과 보고서를 자격시험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연구결과 발표의 주 내용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과, 읽기 목록 5편, 수강

과목의 내용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발표는 영어로 하고 읽기 목록 중 2편에 대

한 요약을 추가한다. 위원들은 평가를 위해 연구내용 및 진행한다. 질의응답 시 명

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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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결과 발표 후 자격시험 위원회는 연구 제안서, 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 관련 과

목 수강 내역 및 성적, 영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의 박사학위 자격

시험 합격 가부를 결정한다. 단, 핵심과목 중 최소 3과목의 학점은 A-이상이어야 한

다.

8. 불합격 시 위원회의 추천이 있으면 1회 재응시 할 수 있다. 

9. 위 규정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도교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공

책임교수에게 예외를 청할 수 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전공책임교수가 결정한다. 

 <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박사학위 자격시험 핵심과목 규정>

 1. 핵심과목은 다음의 과목 중에서 선정한다.

    

Area Course Number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IC522, IC605, IC606, IC607, IC611, IC616

EE : Systems IC522, IC530, IC550, IC565, IC566, IC567

EE IC580, IC582, IC583, IC584, IC585

 2. 본인 전공 분야 2과목, 비전공 분야 1과목으로 3과목이상 지정한다.

    ex) 본인전공 분야가 ‘EE : Systems’ 라면 ‘EE : Systems’ 분야에서 2과목을 선정하고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혹은 ‘EE’분야에서 1과목을 선정한다.

 3. 핵심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