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절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전공
영상커뮤니케이션
M.F.A.
영상예술학(D.F.A.)

프로포절신청서 제출

프로포절 일자

09.03(월) - 07(금)_완료

09.20(목)_완료

10.01(월) - 05(금) 23:59

10.22(월)

제출방법
comm-school@yonsei.ac.kr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외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종이제출 시 무효처리)

※ 예비심사신청서 : comm-school@yonsei.ac.kr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외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종이제출 시 무효처리)
전공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예비심사용 논문제출

언론학(석사, 박사)

09.03(월) - 07(금)_완료

10.10(수) 17:00 *언론홍보영상학부 사무실
(연희관 2층 214호)제출, 세부사항 참고

M.F.A.

10.08(월) - 12(금) 23:59

영상커뮤니케이션

10.08(월) - 12(금) 23:59

11.05(월) *학생이 심사위원께 직접 전달
예비심사 일주일 전 *학생이 심사위원께
직접 전달

예비심사 일자

비고

10.17(수)

10.16(화)12:00
PPT제출

11.12(월)

-

추후공지

-

1. 언론학 전공 예비심사 관련 세부사항
1) 예비심사 논문제출 장소 : 언론홍보영상학부 사무실(연희관 2층 214호)로 제출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➀ 제출부수 : 3부
➁ 예비심사 원고는 집게로 묶음(스프링, 링바인더 필수사항 아님)
➂ 10.10(수) 17:00에 엄격하게 접수 마감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예비심사 진행 불가
2) PPT제출
➀ 10.16(화) 12:00에 엄격하게 접수 마감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예비심사 진행 불가
➁ comm-school@yonsei.ac.kr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목 : 홍길동_ppt / 파일명 : 홍길동_ppt의 형식으로 제출 >

※ 연구윤리서약서
1. 제출일자 : 10.08(월) - 19(금) (금학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체 전공 석사, 박사)
2.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성암관 201호)에 직접 제출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3. 학생본인의 서명, 지도교수의 서명을 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약서인데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비고
1. 모든 양식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CONTENTS(자료실)->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 전 학기에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예비심사신청서는 다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학기 예비심사 진행 여부를 행정팀에서 파악 할 수 없음) 행정팀 이메일로
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연구윤리서약서는 전학기에 제출하였음을 알려주어야 함.

※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1. 박사과정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함.
2. 예비심사 치루기 2주 전
1)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팀 이메일(comm-school@yonsei.ac.kr)로 제출 : 이 보고서로 행정팀에서는
학생의 예비심사응시여부와 추후 합격여부를 판단함.
2) "예비심사보고서"는 예비심사 직전 심사위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함.
(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행정팀으로 받으러 오시기도 함.)

3. 예비심사가 끝난 후 : "연구윤리서약서"에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
4. 본심사 치루기 2주 전
1) "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팀 이메일(comm-school@yonsei.ac.kr)로 제출 : 이 보고서로 행정팀에서는
학생의 본심사응시여부와 추후 합격여부를 판단함.
2) "본심사보고서"는 본심사 직전 심사위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함(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행정팀으로 받으러 오시기도 함.)
3) "학술평가확인서" 제출 (입학년도별로 업적점수가 다름)

