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 일자 내용 비고

종합시험 신청 전 외국어 시험(공인된 영어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석사,박사) : 토플-PBT550(CBT213, IBT80) / 토익760 / TEPS 715 /  IELTES 6.5 중 한가지 제출

* 미제출시 종합시험 불가

1.20(금) 종합시험
2.10(금) 종합시험 결과발표

2.15(수)-22(수) 지도교수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석사 : 3학기 이수자
박사 : 3학기 이수자, 프로포절 발표 예정자

3.10(금) 지도교수(주심) 및 부심 홈페이지 공지

- 프로포절 심사
석사 : 언론학전공세미나 수강으로 대체
박사 : 지도교수(주심)와 부심 배정 후 논문제안서 제출(비공개심사)

4.3(월)-7(금) 예비심사신청서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예비심사신청서-이메일 제출 / 연구윤리서약서-지도교수(주심)날인 후 행정팀 제출

5.8(월)까지 예비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제출
석사 : 언론홍보영상학부 과사무실(연희관 2층 214호)로 제출(PPT제출 등 세부사항 추후공지)
박사 :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5.15(월)-19(금) 기간 중 논문 예비심사 세부사항 추후공지
6.7(수) 본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박사과정 본심사 2주 전 박사는 본심사 전 학술평가확인서 제출 지도교수, 부원장 날인 후 행정팀 제출
6.12(월)-16(금) 기간 중 논문 본심사 기간 중 학생이 직접 주심,부심 교수님과 상의하여 본심사 일정을 정함
7.7(금) 논문 완성본 제출 행정팀, 학술정보원(세부사항 추후 공지)

종합시험 신청 전 외국어 시험(공인된 영어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석사,박사) : 토플-PBT550(CBT213, IBT80) / 토익760 / TEPS 715 /  IELTES 6.5 중 한가지 제출

* 미제출시 종합시험 불가

1.20(금) 종합시험
2.10(금) 종합시험 결과발표
2.15(수)-22(수) 지도교수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17-1학기부터 접수하지 않음

3.13(월)-17(금)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석사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박사 :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프로포절 발표 전에는 종합시험 과목 중 방법론,이론과목 응시가
가능하고,                      프로포절 발표 후 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21(화)-27(금) 기간 중 프로포절 발표 심사 세부일정 추후공지
4.3(월)-7(금) 예비심사신청서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예비심사신청서-이메일 제출 / 연구윤리서약서-지도교수(주심)날인 후 행정팀 제출
5.8(월)까지 예비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5.15(월)-19(금) 기간 중 논문 예비심사

6.7(수) 본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박사과정 본심사 2주 전 박사는 본심사 전 학술평가확인서 제출 지도교수, 부원장 날인 후 행정팀 제출

6.8(월)-12(금) 기간 중 논문 본심사

7.7(금) 논문 완성본 제출 행정팀, 학술정보원(세부사항 추후 공지)

* 상세일정 및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공지합니다.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세요.(기일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명단에서 제외함)

* 박사과정의 논문제출 순서와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박사 : 지도교수신청 및 연구계획서 제출->지도교수배정->프로포절 발표(논문제안서제출)->외국어시험성적 제출->종합시험->예비심사->학술평가확인서 제출->본심사->논문제출->졸업

2017-1학기 논문학사 일정

언론학
(석사,박사 공통)

 ★ 석사 : 외국어시험성적 제출->종합시험->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프로포절 발표->지도교수배정->예비심사->본심사->논문제출->졸업
 ★ 박사 : 외국어시험성적 제출->종합시험(프로포절 전 : 방법론,이론시험 응시)->프로포절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프로포절 발표->종합시험(프로포절 후
: 전공시험 응시)->  지도교수배정->예비심사->학술평가확인서 제출->본심사->논문제출->졸업

영상커뮤니케이션
(석사,박사 공통)

 ★ 석사 : 외국어시험성적 제출->종합시험->지도교수신청 및 연구계획서 제출->지도교수배정->예비심사->본심사->학위논문제출->졸업



전공 일자 내용 비고

본심사 전 외국어 시험(공인된 영어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 : 토플-PBT500(CBT173, IBT60) / 토익630 / TEPS 480 /  IELTES 5.5 중 한가지 제출

* 미제출시 본심사 불가

- 종합시험 프로포절 발표로 대체

- 지도교수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프로포절 발표 이후 자동배정

4.3(월)-7(금)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이메일 제출

4.3(월)-7(금) 예비심사신청서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예비심사신청서-이메일 제출 / 연구윤리서약서-지도교수(주심)날인 후 행정팀 제출

4.24(월)-28(금) 기간 중 프로포절 발표 심사

5.8(월)까지 예비심사용 논문 3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5.15(월)-19(금) 기간 중 논문 예비심사

6.7(수) 본심사용 논문 3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6.12(월)-16(금) 기간 중 논문 본심사

7.7(금) 논문 완성본 제출 행정팀, 학술정보원(세부사항 추후 공지)

본심사 전 외국어 시험(공인된 영어성적표 제출)
기준점수 : 토플-PBT550(CBT213, IBT80) / 토익760 / TEPS 715 /  IELTES 6.5 중 한가지 제출

* 미제출시 본심사 불가

1.20(금) 종합시험 전 학기에 프로포절에 통과한 학생 응시가능

3.13(월)-17(금)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4.3(월)-7(금)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이메일 제출

4.3(월)-7(금) 예비심사신청서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예비심사신청서-이메일 제출 / 연구윤리서약서-지도교수(주심)날인 후 행정팀 제출

4.24(월)-28(금) 기간 중 프로포절 발표 심사

5.8(월)까지 예비심사용 논문 5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5.15(월)-19(금) 기간 중 논문 예비심사

6.7(수) 본심사용 논문 5부 제출 각 주심,부심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박사과정 본심사 2주 전 박사는 본심사 전 학술평가확인서 제출 지도교수, 부원장 날인 후 행정팀 제출

6.12(월)-16(금) 기간 중 논문 본심사

7.7(금) 논문 완성본 제출 행정팀, 학술정보원(세부사항 추후 공지)

* 상세일정 및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공지합니다.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세요.(기일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명단에서 제외함)

* 박사과정의 논문제출 순서 및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포절 발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종합시험->예비심사->외국어시험 성적제출->학술평가확인서 제출->본심사->논문/작품 제출->졸업

D.F.A.전공(박사)

M.F.A.전공(석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 프로포절 발표->지도교수 배정 ->예비심사->외국어시험성적 제출->본심사->논문/작품 제출->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