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담당 내용 방법 비고

3/7(월)-3/14(월)
전공

학위논문/학위과제 지도교수 제청

(3학기 재학생 대상)

• SAP 입력/저장> 제청서 출력 > 주임

교수 서명 > 제출

• 학사관리-학적관리-대학원논문관리-세부

전공및지도교수관리

• 전공 아이디(P~)로 로그인

• 반드시 학생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진행

3/7(월)-3/14(월) 학생
학위논문/학위과제 연구계획서 입력

(4학기 재학생 대상)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논문연구계획서 작성

• 전공별 논문 프로포절과 다른 별도의 절차임

• 대략적인 개요 입력(추후 변경되어도 무방함)

3/16(수)-3/21(월) 지도교수
학위논문/학위과제 연구계획서 승인

(4학기  재학생의 지도교수)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논문연구계획서 승인

4/4(월)-4/8(금) 학생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신청

(5학기 이상 재학생/수료생 대상)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학위논문/과제/시험
신청

•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교학팀(710-9083)으로 문의

4/12(화)-4/18(월)
지도교수

주임교수
학위논문/학위과제 신청서 승인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과제제출신청 확정-학생학
번 클릭-확정에 체크 후 저장

• 지도교수, 주임교수 메뉴 구분되어 있음

• 지도교수가 확정 후에 주임교수 확정 가능

4/18(월)-4/20(수) 학생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비 및 응시료 납부

•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고지서확인 > 가

상계좌 납부
• 졸업-논문관리-논문및학위자격시험 응시

료 고지서

• 반드시 은행업무시간(09:00-16:00)내 납부

• 지도/주임교수 신청승인 완료자만 고지서

  출력 가능

4월 중 학생/전공 학위논문/학위과제 심사용 원고 제출 • 전공별로 세부일정 결정후 학생안내

4/21(목)-4/22(금) 학생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포기 및 심사비 환불 신청
• 특수대학원 공지사항 확인 • 기간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환불 절대 불가

4/27(수)-4/29(금) 전공
학위논문/학위과제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 SAP 입력/저장 > 제청서 출력 > 주임

교수 서명 > 제출
• 학사관리-학적관리-대학원논문관리-[특수,
전문대학원]논문심사제청및심사위원관리

• 전공 아이디(P~)로 로그인

• 입력시 심사위원장(1인)과 심사위원(2인)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

5/2(월)-5/31(화) 학생/전공 학위논문/학위과제 예비심사 및 본심사 • 전공별로 세부일정 결정
• 반드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만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음

5/2(월)-5/6(금) 전공
학위자격시험 과목 및 출제위원선정서

제출
• 선정서 양식은 관련 ERP공문에 첨부 • 전공별 최대 5과목 이내로 과목 수 제한

5/11(수) 학생 학위자격시험 시간표 및 과목 확인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학위자격시험 응시
과목 확인

• 과목은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시험 시간표는 특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6/3(금) 전공
학위논문/학위과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이 작성하여

전공에서 수합 후 제출
• 학생 1인당 총 4장의 보고서 제출
(예비,본심사보고서 3부와 최종결과보고서 1부)

6/1(수)-6/3(금) 학생 학위자격시험 실시 • 특수대학원 공지사항 확인   

6/8(수)-6/10(금) 교수/전공 학위자격시험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제출
• 교학팀에서 결과보고서를 수령하여

심사위원3인 서명 후 제출

• 최종 제목을 정확히 기입

• 추후에 결과를 번복할 수 없음

6/27(월) 학생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결과 확인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학위논문/과제/시험
심사결과 및 논문제목 조회

• 반드시 제목을 확인하고,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6/27(월)-30(목) 학생 논문제목변경신청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졸업-논문관리-학위논문제목변경신
청서-변경된 제목/사유 입력, 저장 후 출력

• '논문제목변경신청서' 작성 후 심사위원 3인

  서명 받아 교학팀 제출

7월 중순경 학생 논문합격자 논문 최종인쇄본 제출

• 도서관 홈페이지에 온라인파일

업로드 및 인쇄본 4부 도서관 제출

• 교학팀에는 논문제출확인서(도서관발

급)와 인준서 사본1부만 제출함

• 논문제출관련은 도서관 디카플라자로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간에 공지사항 참조

2016-1 특수대학원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진행 일정

* 조기졸업생은 명시된 학기보다 한 학기씩 일찍 일정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